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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가

미래문명의 길을 

열어갑니다.

‘지속가능한 인간과 사회’를 위한 전위적 고등교육,

지구적 ‘소셜 미디어 캠퍼스’, 혁신적 상상과 기획 역량

고양하는 미래시민 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개방과 공유를 선도합니다.

G u i d e  t o  s c h o o l  l i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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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안내

지구 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대학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세계적 온라인 

명문 대학의 전범을 일궈온 경희사이버대학교가 

평등과 공존, 배려와 나눔의 지구공동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의 학문세계를 이뤄나갑니다.

CHAPTER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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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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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omorrow 

학교소개

I n t r o d u c t i o n

CHAPTER

01

인류 문명의 발전은 협동의 산물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의 조화를 이루는 협동은 놀라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협동은 인류 공동체 발전의 토대이며 역사 발전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기중심적 편협성에서 벗어난 건설적인 협동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 비전과 함께 그 실현을 향해 

전념하는 호연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근시안적 판단이나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 어떤 난관이

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와 발전의 근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창의적 노력은 학문과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을 통해 경희정신을 구현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경희
정신

경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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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고등교육 실시로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둡니다.

문화복지사회는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사회ㆍ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ㆍ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사회 

건설을 통하여 이룩되며 이에 우리 대학은 가족, 국가, 인류 공동체 전체의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 및 열린학습사회 구현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능한

교육목표

전인교육ㆍ정서교육ㆍ과학교육ㆍ민주교육

문화세계 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 및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

교육
목적

경희정신

대학이념

교훈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전인교육(全人敎育)

우리는 편향된 교육을 지양하고 지(知), 덕(德), 체(體)의 종합적인 수련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의 

소유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냉철하고 이지적인 지성을 연마하며 다른 한편 덕성을 함양

하고 강인한 의지를 기르며 진취적인 기상을 갖도록 종합적인 전인교육을 도모합니다.

정서교육(情緖敎育)

건전한 정서 함양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자연이나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가꿉니다. 또 온화하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하며 예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인성교육을 추구합니다.

과학교육(科學敎育)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세계를 창조하여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큽니다. 

무릇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학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주교육(民主敎育)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회형태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 되어야 한다. 대학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이며, 특히 

지도자는 민주적인 사상과 생활에 익숙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적인 사상과 정신에 투철하여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군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을 통한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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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훈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학원과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의 민주화로 정한 것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체가 활동하고 사유하는데 있어 환경 사상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인간이 갖는 자연상태에서의 

창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학원의 모든 제도와 운영에서 민주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닙니다. 

교수ㆍ직원ㆍ학생은 저마다 적합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학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대학의 목적이자 기능인 학문 연구와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조적은 학문세계를 

이룩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식과 걸림 없는 학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인류 보편의 

사상을 고취하고 창조적 융합의 학문 세계를 발전시킵니다.

제도와 기관 차이의 민주화를 넘어 개인의 일상적인 삶 전반의 민주화를 성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갖습니다. 일상생활

에서 자기 주도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

입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훈

인터넷
정보기술

문화세계의 창조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인재양성

멀티미디어 기술

관련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열린교육 평생학습

우리 대학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이라는 경희 정신과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대학이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세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평화를 제1원리로 삼아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세계다. 문화세계는 인종ㆍ국가ㆍ민족ㆍ종교ㆍ이념ㆍ계급의 배타성을 

넘어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ㆍ공영하는 지구공동사회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 이자 우리 시대의 소명입니다.

정보기술시대의 우리 대학은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 교육, 평생 학습을 통해 문화 세계 창조에 기여하

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문화 세계의 창조, 홍익인간 사상의 구현

열린 교육ㆍ평생 학습을 통한

교육목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경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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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월
8. 24(토)

8. 24(토)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

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2019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2019학년도 학사일정 

CHAPTER 01_학교소개

1 2 3 4 5 6 7 1

8 9 10 11 12 13 14 1.2

15 16 17 18 19 20 21 1.2.3

22 23 24 25 26 27 28 3.4

29 30 4.5

September

09월
9. 2(월)

9. 2(월) - 9. 10(화)

9. 2(월) - 9. 17(화)

9. 16(월) - 9. 20(금)

9. 27(금)

개강 및 강의 송출

2019-2학기 수강 신청 정정

2019-2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취득학점 취소 신청

2019-2학기 복학 마감일

1 2 3 4 5 4.5

6 7 8 9 10 11 12 5.6

13 14 15 16 17 18 19 6.7

20 21 22 23 24 25 26 중간.7

27 28 29 30 31 중간.8

October

10월
10. 1(화)

10. 7(월) - 10. 27(일)

10. 20(일)

10. 21(월) - 11. 3(일)

10. 28(월) - 11. 1(금)

10. 31(목)

수업료 5/6 환불기준

2019-2학기 강의평가(중간)

2019-2학기 일반휴학 등록금 이월 마감일

2019-2학기 중간고사

교양필수 학점 취득 면제 신청

수업료 2/3 환불기준

1 2 중간.8

3 4 5 6 7 8 9 8.9

10 11 12 13 14 15 16 8.9.10

17 18 19 20 21 22 23 10.11

24 25 26 27 28 29 30 11.12

November

11월
11. 12(화) - 11. 20(수)

11. 12(화) - 11. 22(금)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1 2 3 4 5 6 7 12.13

8 9 10 11 12 13 14 기말.13

15 16 17 18 19 20 21 기말.13

22 23 24 25 26 27 28 동계계절학기
1.2.3.4

29 30 31 5.6.7
(중간)

December

12월

12. 2(월)
12. 2(월) - 12. 23(월)
12. 9(월) - 12. 13(금)
12. 9(월) - 12. 16(월)
12. 9(월) - 12. 22(일)
12. 22(일)
12. 23(월)
12. 23(월) - 1. 6(월)
12. 23(월) - 1. 19(일)
12. 23(월) - 2. 29(토)

수업료 1/2 환불기준
조기/정규졸업/졸업유예/복수/부전공 신청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정정
동계 계절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2019-2학기 기말고사
2019-2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종강)
2019학년도 동계 방학시작
2019-2학기 강의평가(기말)
동계계절학기 개설
2019-2학기 수강과목 복습기간

1 2 3 4 5.6.7
(중간)

5 6 7 8 9 10 11 8.9.10.11

12 13 14 15 16 17 18 12.13
(기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January

01월

1. 2(목) - 1. 6(월)
1. 3(금) - 1. 5(일)
1. 8(수)
1. 9(목) - 1. 17(금)
1. 9(목) - 1. 17(금)
1. 9(목) - 1. 17(금)
1. 17(금) - 1. 19(일)
1. 22(수) - 1. 23(목)
1. 28(화)
1. 29(수) - 2. 7(금)

1. 29(수) - 2. 10(월)
1. 29(수) - 2. 12(수)

2019-2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동계 계절학기 중간고사
2019-2학기 최종 성적 확정
2020-1학기 전과, 학부 주전공 신청
2020-1학기 재입학 신청
2020-1학기 복학 신청
동계 계절학기 기말고사
동계 계절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동계 계절학기 최종 성적 확정
2020-1학기 수강 신청
(2020-1학기 개설 과목 강의계획서 및 맛보기 강좌 제공) 
2020-1학기 휴학 신청
2020-1학기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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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02월
2. 22(토)

2. 22(토)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0학년도 전기 입학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강의(주) 행사내용

1 2

3 4 5 6 7 8 9 1

10 11 12 13 14 15 16 1.2

17 18 19 20 21 22 23 1.2.3

24 25 26 27 28 29 30 3.4

31 3.4

March

03월
3. 4(월)

3. 4(월) - 3. 11(월)

3. 4(월) - 3. 14(목)

3. 8(금) - 3. 18(월)

3. 28(목)

개강 및 강의 송출

2019-1학기 수강 신청 정정

2019-1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취득학점 취소 신청

2019-1학기 복학 마감일

1 2 3 4 5 6 4.5

7 8 9 10 11 12 13 5.6

14 15 16 17 18 19 20 6.7

21 22 23 24 25 26 27 중간.7

28 29 30 중간.8

April

04월
4. 2(화)

4. 8(월) - 4. 28(일)

4. 21(일)

4. 22(월) - 5. 5(일)

4. 29(월) - 5. 3(금)

수업료 5/6 환불기준

2019-1학기 강의평가(중간)

2019-1학기 일반휴학 등록금 이월 마감일

2019-1학기 중간고사

교양필수 학점 취득 면제 신청

1 2 3 4 중간.8

5 6 7 8 9 10 11 8.9

12 13 14 15 16 17 18 8.9.10

19 20 21 22 23 24 25 10.11

26 27 28 29 30 31 11.12

May

05월
5. 2(목)

5. 8(수) - 5. 15(수)

5. 8(수) - 5. 17(금)

5. 18(토)

수업료 2/3 환불기준

하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하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개교기념일

1 2 3 4 5 6 5.6.7
(중간)

7 8 9 10 11 12 13 8.9.10.11

14 15 16 17 18 19 20 12.13
(기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July

07월

7. 3(수) - 7. 5(금)
7. 5(금) - 7. 7(일)
7. 9(화)
7. 10(수) - 7. 19(금)
7. 10(수) - 7. 19(금)
7. 10(수) - 7. 19(금)
7. 19(금) - 7. 21(일)
7. 25(목) - 7. 26(금)
7. 29(월)
7. 30(화) - 8. 9(금)
7. 30(화) - 8. 12(월)
7. 30(화) - 8. 14(수)

2019-1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하계 계절학기 중간고사
2019-1학기 최종성적 확정
2019-2학기 전과, 학부 주전공 신청
2019-2학기 재입학 신청
2019-2학기 복학 신청
하계 계절학기 기말고사
하계 계절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하계 계절학기 최종 성적 확정
2019-2학기 수강 신청
(2019-2학기 개설 과목 강의계획서 및 맛보기 강좌 제공)
2019-2학기 휴학 신청
2019-2학기 등록금 납부

1 11.12

2 3 4 5 6 7 8 12.13

9 10 11 12 13 14 15 기말.13

16 17 18 19 20 21 22 기말.13

23 24 25 26 27 28 29 하계계절학기
1.2.3.4

30 하계계절학기
1.2.3.4

June

06월
6. 3(월)
6. 3(월) - 6. 24(월)
6. 7(금) - 6. 13(목)
6. 7(금) - 6. 17(월)
6. 10(월) - 6. 23(일)
6. 23(일)
6. 24(월)
6. 24(월) - 7. 5(금)
6. 24(월) - 7. 21(일)
6. 24(월) - 8. 31(토)

수업료 1/2 환불기준
조기/정규졸업/졸업유예/복수/부전공 신청
하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정정
하계 계절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2019-1학기 기말고사
2019-1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종강)
2019학년도 하계 방학시작
2019-1학기 강의평가(기말)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9-1학기 수강과목 복습기간

※ 상기의 학사일정은 학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강의(주)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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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해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경희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1위 (2015년 기준), 중국인이 가장 유학가고 싶은 대학 

1위 입니다. 또한,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 257여 명의 해외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한 세계적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융합적 교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이해’, ‘세계 시민사회와 

조우’,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의 성장’을 표방합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22개국 67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외대학 교류· 

해외문화탐방·어학연수·해외견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미넌트 스칼라ㆍ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해외 우수교원을 초빙하는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 ES)와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 

al Scholar, IS)제도를 통해 세계적 석학들의 명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대학강점

CHAPTER 01_학교소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내일의 대학’을 생각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학의 진정성을 고민하고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지식의 실천, 대학다운 미래

대학이라는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이 융합된 새로운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을 

열어 재학생은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교육을 실현해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진 사이버대학교입니다.

경희의 70여 년 전통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교육 제공

경희학원이 2001년 설립한 경희사이버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기치로 대학교육 명문사학인 

경희대의 교육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합니다.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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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지속 가능한 문명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정한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년 대한민국 교육부가 선정한 ‘원격 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가 

선정한 ‘선취업-후 진학 특성화 대학’,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수 학습 우수사례공모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 영역에서 최고 우수 대학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학의사회적책무실천한 ‘Engagement21’

‘Engagement21’은 지역사회부터 난치병 환자, 다문화가정 등 교육이 필요한 소외 취약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국혈우재단, 한부모 가정, 백혈병, 다문화종합 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고등교육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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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고수준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 가능

스마트러닝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전체 97%의 강의가 모바일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도 출장지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대 최대 규모의 HD멀티 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제작

대한민국 최고 콘텐츠 제작환경을 갖췄습니다. 국내 사이버대 최대 규모 HD멀티 스튜디오를 통해 

강의를 100% 자체 제작합니다.

세계 명문대 출신의 교수진들이 세계 최고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13개국 34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외대학 교류· 

해외문화탐방·어학연수·해외견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학점교류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 교류 실행으로 캠퍼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온·오프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과 학과ㆍ전공별 특성화 사업 진행

축제, 체육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 모임 등으로 학우, 동문, 교수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각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특강, 세미나,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정규 학사학위 및 석사 학위 취득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4년제 대학교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    

합니다. 학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75% 장학 혜택

전업주부, 직장인, 재교육, 농어민, 군경소방가족, 경희동문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로 국내 사이버

대 최고 수준의 장학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재학생 1만여 명’, ‘동문 27,000명’의 경사인 파워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교로 10,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27,000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자율선택과정을 통해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 오픈 루프 프로그램(KYUNG HEE OPEN LOOP PROGRAM)'의 하나로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을 운영합니다. 자율선택과정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패턴에 구속되지 

않으며, 연간 700여 과목의 자율 선택형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기관 이용 혜택

경희의료기관(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병원)에서는 경희가족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경희가족(재학생 

및 대학동문 그리고 그 직계가족)에게 1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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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 사이버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한민국 사이버대학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십시오.

00'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버대학교 설립

04'
종합대학교 체제 구축

07'
대한민국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대학

09'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4년제 정규 학사학위 수여기관)

11'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설립

13'
대한민국 교육부 사이버대

역량평가 전 영역 최고 우수대학

13'
대한민국 교육부

선취업 - 후진학 특성화 대학 선정

13'
한국경제신문

‘10대 사이버 대학 선호도 조사 1위’

13'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브랜드 부문 대상

14'
한국대학신문

교육콘텐츠 우수대학 대상

15'
대한민국 교육부 사이버대학

교수 -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과정 분야 우수상 (교육부장관상)

1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1위

17'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2년연속 사이버대학 1위

18'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3년연속 사이버대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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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사이버교육 강국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

경희사이버대학교!

계열 스쿨(학부)·분야 학과(전공)

미래과학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한방분야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문화창조

인문·사회분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예술·체육분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국제·언어·문화분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매개행정전공

글로벌
리더십

경영분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관광·외식분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세계적인 IT 강국을 넘어,

교육ㆍ연구ㆍ실천의 '지구적 존엄'을 추구하며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일회적-폐쇄적
삶의 경로에서
다수적-개방적

삶의 경로로

천년기만을
위한 대학에서

모든세대를
위한 대학으로

오프 중심의 
교육에서

온ㆍ오프의 창조적 
융합 교육으로

목표

학문 간 경계를 
넘어 함께 

학제간 통섭으로

Trans-Discipline

일방적 닫힌 
시간에서

전방위적 열린 
시간으로

Trans-Time Trans-Initial Condition

Trans-GenerationTrans-Authenticity

지역적 닫힌 
공간에서

지구적 열린 
공간으로

Trans-Space

지능발달에서
'인격적 성숙'으로

Trans-Intelligence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학문과 평화'를 

실현하는 
세계정상 온라인 

학술기관으로 도약

5대 전략

지구공동사회의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연구ㆍ실천 (특성화)

대학의 사회적 공헌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연구와 교육

전공ㆍ실용ㆍ교양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희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통한

지구적 네트워크 구축

세계적인 온라인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와 인프라 구축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교가 설립한 온라인대학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 한국 내 최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부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한국어문화학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심화

학습을 위한 글로벌한국학 전공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심화 학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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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 u c a t i o n  M a t t e r s

CHAPTER

02

매년 1학기(전반기), 2학기(후반기)에 모집한다. 약 70일간의 기간이며 각각 1, 2차로 나누어 진행

한다. 

가. 1학기: 12, 1, 2월 (1, 2차)

나. 2학기; 6, 7, 8월 (1, 2차)

가. 신입학

1)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3)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2학년 편입학

1) 4년제 대학에서 1년 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이 원칙)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 학사학위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집 일정 

지원 자격

입  학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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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등록 절차

 

유의사항

가. 등록 절차

1) 입학금(300,000원) 납부

2) 학생등록 : ID 및 학번 발급

3)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학점 당 80,000원)

4)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5) 개강   

가. 환불규정

1)   납부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의 3의 2항 및 3항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반환

2)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시작 전까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면 100% 반환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감하여 반환)

나. 기타

1)  본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입학원서의 정정 및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입학

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재 및 연락두절로 인한 입학취소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3)   가격증빙 및 장학 관련 각종 서류의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학교 행정상 처분(입학취소, 장학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후 서류 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 3학년 편입학

1)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이 원칙)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 학사학위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80%), 인성검사(20%)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자기소개서-인성검사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나. 지원 절차

1) 입학홈페이지 접속 후 기본정보 및 학력정보 입력하여 지원서 작성

2) 전형료(30,000원) 납부

3) 자기소개서(80%), 인성검사(20%) 진행

4) 서류 원본 제출(등기우편/방문)

5) 합격자 발표 및 입학금(300,000원) 납부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부해야만 등록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음)

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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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공인인증 발급

CHAPTER 02_학사안내

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93호에 따라 2009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인증 로그인 방식      

의무화 시행

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리시험 및 수강 등의 부정행위 방지

가.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는 1년간 사용 가능하며 4,4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

나.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갱신 가능

다. 무료 공인인증서는 본교에서 사용 불가 (은행, 증권, 보험용도 등)

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은행 사이트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나. 공인 인증서 발급 기관방문 후 발급 (본인대면 필요)

- 한국정보인증(주) http://khcu.signra.com

-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다.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인증서 암호 관련 문의는 발급 받으신 은행이나 기관에 문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도입 배경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구분 범용 공인인증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능 범위 모든 기능 이용 가능 강의수강, 시험응시 불가

<예시>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예시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되며 개강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수업료

대상자  - 외국인

 - 해외거주(체류)자

 - 기타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서 다운받기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공인인증안내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동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거주

여권, 이민사증, 해외근무증명서 중 택 1

 - 기타 거주(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처  - 소속 학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학과 연락처 확인하기

로그인 
방식에 따른
기능 제한 

공인인증서 
유예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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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등록 기간

납부방법

등록이라 함은 등록대상자(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입학금: 300,000원 (입학시 1회만 납부)

나. 수업료: 1학점당 80,000원 (학점수 x 80,000원, 매 학기 납부)

신청학점(과목수) 수업료

12학점(4과목) 960,000원

15학점(5과목) 1,200,000원

18학점(6과목) 1,440,000원

※ 단, 장학금액   우선 적용시 수업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신(편)입학 첫 학기에는 최대 18학점(6과목)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함.

재학생의 등록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다. 

(학기개시일 전 일정기간 지정, 홈페이지 학사일정에서 확인 가능)

가. 1학기 등록기간: 1월 말

나. 2학기 등록기간: 7월 말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일하여 납부한다.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가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하나의 졸업기준이라도 미충족 될 시에는 졸업이 불가

하다.

단일전공졸업 부전공 복수전공

단일전공
기준

- 총 140학점 이상 취득

- 교양 및 전공에 대한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입학의 경우, 최소 6학기 이상 이수

부전공
기준

부전공학과의 전공학점

21학점이상 취득

복수전공
기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에 적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졸업> 복수/부전공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간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졸업기준

등록

CHAPTER 02_학사안내

졸업제도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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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졸업기준과 동일하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1)  조기졸업 신청기간 당시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 자는 [홈페이지>학사안내>졸업>학위 취득 흐름도]에서 

졸업이수 요건 확인 가능하다.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B0(3.000)이상인 자. 다만, 징계처

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2007학번부터 적용)

2)   조기졸업을 신청했으나 졸업 사정에서 탈락 또는 조기졸업 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 

신청한 경우 조기졸업 신청 내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3)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기 졸업이 되지 않는다.

 ※  조기졸업 신청시 B0(3.00)이었으나 졸업학기 최종성적 확정 후, B0(3.000)미만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조기졸업이 

불가함.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다.

가. 졸업유예 신청자격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또는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홈페이지>학사안내>졸업>졸업제도]에서 졸업유예 조건 확인 가능하다.

조기졸업

졸업유예

가. 신청기간

1) 2월 졸업가능자 : 12월 1일부터 신청(마감기간은 홈페이지 공지)

2) 8월 졸업가능자 : 6월 1일부터 신청(마감기간은 홈페이지 공지)

나. 신청절차

1) 졸업 메뉴에서 조기졸업  졸업유예 중에 선택

2) 졸업  조기졸업 시 해당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신청

3) 구 학과명으로 학위증 발급을 원할 시 구 학과명 선택

조기졸업 
및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절차

STEP 1. 조기졸업 및 졸업유예 신청(학생)

로그인>e-바로처리실>졸업 메뉴에서 신청

STEP 2. 접수(학과)

학생 소속학과에서 신청서 접수

STEP 3. 일괄 취합(교무처)

교무처 일괄취합 후 대상자 선별

STEP 4. 인정여부 심사(학과)

학생 소속학과에서 인정 여부 심사, 사정

STEP 5.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STEP 6. 조기졸업 인정 및 졸업유예 처리

조기 졸업 인정시 홈페이지 공지, 학위증 수여

졸업유예 시스템반영



학
사
안
내

032032 033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수업 구성 -  각 주차별로 매주 월요일 정오 12시에 개시하고 한 주차의 강의는 1~3회차로 구성한다.

-   학기당 15주차로 구성(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하며 3학점 과목의 강의 : 주차 당 90분 정도로 구

성하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기말까지 반복 수강(복습) 가능하다.

-  학년도/학기 구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뉜다.

 (1학기: 3월 1일~8월 31일, 2학기: 9월 1~다음해 2월말)

-  계절학기는 하계 : 여름방학 중 4주, 동계 : 겨울방학 중 4주다.

-  모바일 기기로 강의 영상 수강 가능

-  IOS 계열 : IOS 8.0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모두(아이패드 포함)

-  Android계열 : Gingerbread(2.3) 이상 (스마트 패드 포함)

가. 수강방법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강의실입장>과목 선택>주차별 강의 수강한다.

나. 수업진행절차

수업

CHAPTER 02_학사안내

STEP 4. 성적확인

성적공지 -> 성적정정 -> 최종 성적확정

STEP 1.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완료
[범용 공인인증서 준비] (강의수강,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STEP 2. 수업참여

강의수강/강의노트 활용/퀴즈/레포트/팀프로젝트 등 각종 수시평가 참여
학습활동 참여 (Q&A게시판/토론실/자료실/자유게시판)

STEP 3. 중간/기말고사 응시

평가 항목: 출석/시험/과제/게시판참여도/퀴즈/기타참여도
과목별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이 상이하며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시 확인 가능 

- 개인범용공인인증서 출석 의무화 실행(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

- 정규학기의 경우, 차시별 정상 출석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시 강의에 한해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있으므로 3주간 인정)

- 정상 출석은 정상 출석 인정 차시 이내에 진도율 75% 이상 수강한 경우

- 지각 기준은 정상 출석 인정 차시 이후 진도율 75% 이상 수강한 경우

- 결석 처리는 출석, 지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결석 처리 (지각 3회의 경우 결석 1회)한다.

- 출석률 75% 미만의 과목은 자동 F처리 한다.

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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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형

시험기간

온라인 평가

가. 동시평가 : 수강생 전원이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접속하여 시험 응시

나. 비동시평가 : 1일 이상의 정해진 기간에 수강생이 시험에 응시

* 시간표 편성 :  동시평가의 경우, 주중은 20~24시, 주말 19~24시에 과목별 시험 시간표가 배정되며 시험 개시일          

약 2주전 공지사항 게재

다.  과제형 시험(리포트) : 강의실에 출제된 내용을 확인한 후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방식(각 과목 강의실 '리포트' 메뉴 클릭 후, 제출)

중간고사 : 개강후 8~9주

기말고사 : 개강후 15~16주

시험

CHAPTER 02_학사안내

<예> 2018년 4월 25일 20:00~20:50 (50분)

<예> 2018년 4월 25일 09:00~

          2018년 4월 27일 23:00 (3일, 60분)

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률 / 진도율 / 과제물(리포트, 프로젝트과제물) / 게시판 참여도 /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기준으로 부여되며, 성적기준 구성 및 반영비율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평가계획에 따른다.

나.  해당학기 전체 수업의 75%이상 출석(15주차 기준으로 11차시 이상) 해야만 성적이 부여된다.

다.   출석율 75% 이상이더라도 강의계획서상의 평가요소가 모두 0점인 경우에는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   학점교류가 이루어지는 과목의 경우(교양과목), 학생 집단 유형을 구분하여 상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강좌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및 평점기준 - 모든 강좌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점수 등급 평점 점수 등급 평점

93~100 A+ 4.300 70~72 C0 2.000

90~92 A0 4.000 67~69 C‐ 1.700

87~89 A‐ 3.700 63~66 D+ 1.300

83~86 B+ 3.300 60~62 D0 1.000

80~82 B0 3.000 57~59 D‐ 0.700

77~79 B‐ 2.700 0~56 F 0.000

73~76 C+ 2.300 Pass P 불계

나. P/F 평가

교수가 정한 기준 점수를 넘은 경우 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평균 평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적평가
기준

성적평가
방법

성적평가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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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점수(원점수) :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100점 만점 기준)

백분율 평균 : 취득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학점수로 곱한 값의 총합의 평균

성적 : 100점 만점 점수로 인하여 취득한 등급 평점 : 등급을 4.300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F) 평점평균 : 총평점을 총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

가. 성적 열람 및 상담 및 정정

시간제, 학점교류생, 재학생 등 모두 동일하게 로그인 후, -> 나의교실 입장-> 상단의 강의수강-> 

개설과목 옆>해당 년도, 학기 선택-> 각 강의실 입장-> 좌측 메뉴 중 성적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학생 본인의 강의평가 실시는 위의 방법으로 강의실 입장 후 진행한다.)

나. 성적정정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성적 공지 후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 교강사에게 메일 또는 해당 

과목 게시판을 통해 상담하고 해당 교강사에게 결과를 메일 또는 게시판의 답글로 회신 받고 문의는 

각 과목 수업조교, 학과로 한다.

다. 최종 성적 확정

최종 성적 확정 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수 성적 확인 방법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성적조회→금학기 성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00에 미달한 자 (계절학기 불포함)이며 당해 학기에 취득한 계절

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적경고는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매학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확정되며 학기별로 변동 가능

- 기준 : 성적A(학과 학년별 수석), 성적B(성적상위3%), 성적C(성적상위 8%)

- 지 급 액 : 성적우수A : 장학금 120만원 / 성적우수B : 장학금 60만원 / 성적우수C : 장학금 30만원

성적 관련
용어 설명

성적 열람

학사 경고

성적우수
장학

소속 학부의 전공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

정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학번별 이수학점표

학번
교양과목

최소전공 
이수학점 총

취득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2015학번
신입생부터

*문명의역사와철학1(3)
*글쓰기 3과목

(실용적글쓰기/논리적글쓰기/
스토리텔링글쓰기) 중 택 1 (3)

*지구의꿈:미래로가는길(3)
3과목 총 9학점 이상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5과목 총 15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 총 18학점

총
54학점 이상
(17.03.01.이후

졸업생부터 적용)

총
140학점

이상

2015학번 
편입생부터

영역 구분 없이
총 18학점 이상

2012~
2014학번 

신입생

*문명의역사와철학1(3)
(구 인간의가치탐색)

*문명의역사와철학2(3)
(구 우리가사는세계)

*대학종합영어 :
글로벌시대의국제인되기

(구 영어1, 영어)
*글쓰기 3과목

(실용적글쓰기/논리적글쓰기/
스토리텔링글쓰기) 중 택 1 (3)

(구 글쓰기1)
*지구의꿈:미래로가는길(3)

(구 시민교육, 21세기문화세계창조론) 
5과목 총 15학점 이상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5과목 총 15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3학점 이상 총 18학점

2012~
2014학번 

편입생

영역 구분 없이
총 18학점 이상

2006~
2011학번 

신입생

*대학종합영어 : 글로벌시대의
  국제인되기 (구 영어1, 영어)

알파고따라하기 : 
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정보사회와윤리
*지구의꿈 : 미래로가는길(3)

  (구 시민교육, 21세기문화세계창
조론) 

4과목 총 12학점 이상

언어/일반 / 자연과학 / 사회과학 등 
4개 영역에서 각 3학점 이상 

총 18학점 이상

2006~
2011학번 

편입생

영역 구분 없이
총 18학점 이상

2002~
2005학번 

신입생

*대학종합영어 : 글로벌시대의
  국제인되기

  (구 영어1, 영어)
알파고따라하기 : 

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정보사회와윤리

  3과목 총 9학점 이상

언어/일반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4개 영역에서 각 3학점 이상 

총 21학점 이상

2002~
2005학번 

편입생

영역 구분 없이
총 21학점 이상

2001학번
신입생

언어/일반 / 자연과학 / 사회과학 등
4개 영역에서 각 3학점 이상

총 21학점 이상

총 54학점
이상

(17.03.01.이후

졸업생부터 적용)

총
140학점

이상2001학번
편입생

영역 구분 없이
총 21학점 이상

단일전공

전공제도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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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제도는 본인의 주 전공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각 전공별 최소 졸업 요구학점을 취

득할 경우 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를 병행한 학위증을 수여 받게 되어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것이다.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위는 주전공으로 취득한 학위와 함께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가.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은 복수전공 신청시,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여야 함(2007학번부터 적용) 본인의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복수전공

STEP 1. 복수전공 신청(학생)

로그인-> e-바로처리실-> 졸업-> 복수전공신청 클릭 작성 및 제출

STEP 2. 복수전공신청 접수(학과)

학생 소속학과에서 복수전공 신청 접수

STEP 3.일괄취합(교무처)

복수전공신청서 일괄 취합 및 해당 학과로 배부

STEP 4. 복수전공 인정여부 심사

해당 복수전공 학과에서 복수전공 인정여부 심사사정

STEP 5.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STEP 6. 복수전공 인정 공지

복수전공 인정시 홈페이지 공지

제1전공(주전공) 및 제2전공(복수전공) 병행 표기된 학위증 수여

나. 복수전공 이수시 주의사항

복수전공 신청시,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2007학번부터 적용)

-   성적의 기준은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시점으로,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  누적 평균 평점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누적 평균평점 2.699인 자-신청자격 없음)

-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수전공인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음

-  복수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구분도 일반선택으로 표기 됨

-  복수전공 사정에 불합격했을 경우 단일전공 졸업이수요건으로 충족될 시 졸업 처리됨

 (단.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

-  주전공 인정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부전공이란 본인의 주전공 이외에 부전공 이수조건을 이수한 경우,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를 하는 제도

가.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은 부전공 신청시,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여야 함(2007학번부터 적용) 본인의 복

수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이며 절차 로그인-> e-바로처리실-> 졸업-> 부전공 신청 

클릭 작성 및 제출하며 복수전공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나. 부전공 이수시 주의사항

부전공 신청시,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2007학번부터 적용)

-  성적의 기준은 부전공을 신청하는 시점으로,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성

적은 포함되지 않음

-  누적 평균 평점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누적 평균평점 2.699인 자-신청자격 없음)부전

공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전공인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전공이 인정되지 않음

 주전공 인정과목은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부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구분도 일반선택으로 표기 됨

 부전공 사정에 불합격했을 경우 단일전공 졸업이수요건으로 충족될 시 졸업 처리됨

 (단.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

- 단일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문의사항은 학과 및 교무처로 한다.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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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점 인정

가. 인정기준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 원서 접수시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표를 기준으로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을 편입한 학과별 전적 대학 학점 심사를 

통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 2학년 편입생은 최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최대 70학점까지 인정 받음

- 전적 대학의 이수 과목에 따라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 그리고 일반선택으로 구분되어 인정함

- 편입학 학점은 과목 구분별 학점 이수로만 인정 받음

  (단, 교양선택, 일반선택 영역은 과목별로 인정하지 않음)

나. 인정시기

합격자 등록기간 완료후 편입학 인정이 이루어 진다.

- 1차 모집기간 합격자: 개강전 인정학점 조회 가능

- 2차 모집기간 합격자: 개강후 인정학점 조회 가능

다. 인정학점표

편입학년
이수 구분별 학점 인정 졸업인정

학점전공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

2학년 최대 9학점 인정불가 최대 18학점 최소 8학점 최대 35학점

3학년 최대 21학졈 최대 9학점 최소15학점~

최대18학점

최소 22학점 최대 70학점

라. 편입학 인정학점 조회

-  편입학 학점인정이 완료된 이후 [ 홈페이지 → e-바로처리실 → 성적조회 → 인정학점조회]에서 

편입학 학점인정을확인

유의 사항

 - 본교의 편입학 인정학점과 입학 후 취득학점을 합하여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입학 지원시 제출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전적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하는 것이 

편입학 학점 인정시 유리할 수 있음)

편입생 학점 인정

CHAPTER 02_학사안내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칙 제44조에 따라서 수료로 인정한다. 

수료는 인정학년의 등록차수와 각 학년별로 35학점 이상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한다. 편입, 전과 등의 

학적 변동 시 수료인정 학점표에 의하여 수료인정 학년을 따른다.

수료인정 학년 이수학점 등록차수

1학년 35학점 이상 2학기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4학기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6학기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 8학기 이상

(예) 재학생

학점이수현황 재학
학년

이수
학년등록차수 이수학점

3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계절학기 70학점 2 1

4회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70학점 2 2

5회 1학년부터 2학년까지 1~2학기, 3학년 1학기 93학점 3 2

3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학기, 4학년 1학기 124학점 4 3

-  등록차수는 정규학기(1학기,2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때 미 이수한 학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수학점은 가산되나 등록차수로 가산되지는 않음.

-  편입학이나 전과는 이수학년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므로, 편입학 및 전과 등을 계획할 때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함.

수료인정

수료인정
학점표

수료제도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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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CHAPTER 02_학사안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가. 시행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http://www.kca.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디지털전자회로, 2.정보통신시스템, 3.정보통신기기, 4.정보전송공학,  5.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실기 : 1.정보통신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cq.or.kr/exam/guide.do 

LICENSE 01. 

정보통신기사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dimul@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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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https://kisq.or.kr/)

나.시험과목

- 필기:1.시스템 보안, 2.네트워크 보안, 3.어플리케이션 보안, 4.정보보안 일반, 

           5.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실기:정보보안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필답형(180분),15문항

라.합격기준

-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40점이상, 5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kisq.or.kr/

LICENSE 01.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가.시행처 : 큐넷(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나.시험과목

- 필기:필기:1.데이터베이스, 2.전자계산기 구조, 3.운영체제, 4.소프트웨어공학, 5.데이터통신

- 실기:정보처리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필답형(3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434

LICENSE 02.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가.시행처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http://www.kisia.or.kr/)

나.시험과목

- 필기:필기:1. 시스템 보안, 2. 네트워크 보안, 3.애플리케이션 보안, 4.정보보호론

- 실기:정보보안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필답형(150분)

라.합격기준

- 필기: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milck7159/220991867749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B%B3%B4%EB%B3%B4%ED%98%B8%EC

%A0%84%EB%AC%B8%EA%B0%80%EC%9E%90%EA%B2%A9%EC%A6%9D

LICENSE 03. 

정보보호 제품 
평가 자격증

가.시행처 : ISACA(국제 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https://www.isaca.org/)

나.시험과목

- 필기 :  1.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 2.응용 및 시스템 개발 보안, 3.사업연속계획 및 비상복구계획, 

4.암호학, 5.법,수사 및 윤리, 6.운영보안, 7.물리적 보안, 8.보안구조 및 모델, 9. 보안관리, 

10.통신 및  네트웍 보안

다.검정방법

- 필기:객관식 200문제(4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비례 점수방식으로 45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1004&docId=273274953&qb=Q0lTQ

Q==&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T%2BHLospySoCsstq1c

FVsssssszl-350404&sid=E9DpZKxz4A1uwaG5LOEEdw%3D%3D

LICENSE 04. 

CISA

[AI사이버보안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CISSP, CISA, CIA, 정보보호 제품 평가자, CCNA, CCNP, 

CCIE,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MCSA, MCSE, OCP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security@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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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ISC2-(https://www.isc2.org)

나.시험과목

- 필기 :  1.접근제어시스템 및 방법론, 2.응용 및 시스템 개발 보안, 3.사업연속계획 및 비상복구계획, 

4.암호학, 5.법,수사 및 윤리, 6.운영보안, 7.물리적보안, 8.보안구조 및 모델, 9.보안관리, 통신 

및 네트웍 보안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사지선다형 250문제(6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0점 만점에 70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flane.co.kr/cissp_exam.php

LICENSE 05. 

CISSP

가.시행처 : (사)한국감사협회-http://www.theiia.kr/)

나.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필기 : 1.내부감사 기초:125문항/2시간 30분

              2.내부감사 실무:100문항/2시간

              3.내부감사 지식요소:100문항/2시간

다.합격기준

- 필기 : 각 과목당 600점 이상 (750점 만점) 

라.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theiia.kr/

LICENSE 06. 

CIA

가.시행처 : 시스코 (www.cisco.com/c/ko_kr/index.html )

나.시험과목 

- 필기 : 1.Interconnecting Cisco Networking Devices Part1(ICND1)

             2.Interconnecting Cisco Networking Devices Part2(ICND2)

다.검정방법

- 필기:객관식, 시뮬레이션, 심렛, 드래그 앤 드롭 40문제(120분)

라.합격기준

- 필기:1000점 만점 (825점 만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cafe.naver.com/enginemaker2/972

LICENSE 07. 

CCNA

가.시행처 : 시스코 (www.cisco.com/c/ko_kr/index.html )

나.시험과목 

- 필기 : 1.라우터, 2.트러블슈팅, 3.스위치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시뮬레이션, 심렛, 드래그 앤 드롭 40문제(120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0점 만점 (각 과목당 725점 기준)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sbju65ta63n/221367635513

LICENSE 08. 

C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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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시스코 (www.cisco.com/c/ko_kr/index.html )

나.시험과목 

- 필기 : CCIE(R&S) 라우팅과 스위칭

- 실기 : 1일간(랩 테스트)

다.검정방법

- 필기 : 90~110문항 다지선다 객관식 (120분)

- 실기 : 8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난이도에 따라 합격점이 다른 상대평가

- 실기 : 난이도에 따라 합격점이 다른 상대평가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jayit/110146728610

LICENSE 09. 

CCIE

가.시행처 : Microsoft(www.microsoft.com)

나.시험과목 

- 필기 : 1.Installing and Configuring Windows Server 2012

              2.Administering Windows Server 2012

              3.Configuring Advanced Windows Server 2012 Services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드래그앤 드랍, 시뮬레이션(45~55문항,120분)

라.합격기준

- 필기 : 700점(1000점만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wnsgmlsnsk12/220214862081

- https://blog.naver.com/allhappy_day/220567167439

- https://blog.naver.com/hos_bong2/220129026905

LICENSE 10. 

MCSA

가.시행처 : Microsoft(www.microsoft.com)

나.시험과목 

- 필기 :  1.EXAM 70-640, 2.EXAM 70-642, 3.EXAM 70-643, 4.EXAM 70-646, 5.EXAM 70-647,         

6.EXAM 70-620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으로 Drag&Drop 방식. 과목당 40~50문항(총 300여 문항) 

라.합격기준

- 필기 : 700점합격(1000점 만점) / 시험 종료 후 즉시 확인 가능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ucert/220723709282

- https://blog.naver.com/radolii/220013297324

LICENSE 11. 

MCSE

가.시행처 : 오라클(www.oracle.com/kr/index.html )

나.시험과목 

- 필기 : 오라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공인교육 이수 

다.검정방법

- 필기 : 1.오라클공인교육기관 교육과정수료-교재구입-바우처구입-시험응시-헨즈온신청-자격증 발급

             2.KG아이티뱅크에서 온라인 수강후 자격증 발급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fbfkfk123/221394972116

- https://blog.naver.com/ridesafe/221336304968

LICENSE 12.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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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큐넷(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나.시험과목

- 필기 : 1.게임제작개론, 2.게임컨셉디자인, 3.게임시스템디자인, 4.게임레벨디자인 

- 실기 : 1.게임기획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총 100문제(2시간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필기 (매과목 100점)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실기 (100점) :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kisq.or.kr/

LICENSE 01. 

게임기획전문가

가.시행처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나.시험과목

- 필기 : 1.게임제작개론, 2.그래픽 디자인론, 3.게임그래픽 디자인, 4.게임그래픽 리소스 제작

- 실기 : 1.2D 콘셉트 디자인, 2.2D 스프라이트 제작, 3.3D 캐릭터 제작, 4.3D 배경 오브젝트 제작(택1)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총 100문제(2시간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 이상인 자

- 실기 : 총점 60점 이상인 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LICENSE 02. 

게임그래픽전문가

가.시행처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나.시험과목

- 필기 : 1.게임제작개론, 2.프로그래밍 일반, 3.프로그래밍 기반 이론, 4.게임프로그램 제작

- 실기 : 게임프로그래밍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총 100문제(2시간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        

이상인 자

- 실기 : 총점 60점 이상인 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LICENSE 03.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나.시험과목

- 필기 : 1.데이터베이스, 2.전자계산기구조, 3.운영체제, 4.소프트웨어공학, 5.데이터통신

- 실기 : 정보처리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1320

LICENSE 04. 

정보처리기사

[ICT융합콘텐츠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 

취득가능 자격증: 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코딩

교육지도사,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convergenc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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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나.시험과목

- 필기 : 1.데이터베이스, 2.전자계산기구조, 3.시스템분석설계, 4.운영체제, 5.정보통신개론

- 실기 : 정보처리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2290

LICENSE 05. 

정보처리산업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나.시험과목

- 필기 : 1.전자계산기일반, 2.패키지활용, 3.PC운영체제, 4.정보통신일반 

- 실기 : 정보처리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1시간) 

- 실기 : 필답형(2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6921

LICENSE 06. 

정보처리기능사

가.시행처 : 비전큐(http://www.v-q.co.kr/)

나.시험과목

- 필기 : 코딩교육지도사 커리큘럼 1강~25강까지 수강이수

             ※커리큘럼은 비전큐 사이트 링크 참조

다.검정방법

- 필기 : 온라인 수강기간 4주 이내 수강 이수 후 온라인 출석률 60%이상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v-q.co.kr/

LICENSE 07. 

코딩교육지도사

가.시행처 : 비전큐(http://www.v-q.co.kr/)

나.시험과목

- 필기 : 코딩교육지도사 커리큘럼 1강~25강까지 수강이수

             ※커리큘럼은 비전큐 사이트 링크 참조

다.검정방법

- 필기 : 온라인 수강기간 4주 이내 수강 이수 후 온라인 출석률 60%이상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v-q.co.kr/

LICENSE 08. 

소프트웨어
교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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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행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https://www.ihd.or.kr/introducesubject4.do)

나.시험과목

- 필기 : 1.모바일 앱 실무, 2.모바일 앱 디자인, 3.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단답식, 총 60문제(100분) 

라.합격기준

- 필기 : 60점 이상(유형별 40% 미만 과락)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ihd.or.kr/introducesubject4.do

LICENSE 09. 

모바일앱개발전문가
(MAP)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 제품디자인론 2. 인간공학 3. 공업재료 및 모형제작론 4. 색채학 5.제품관리

- 실기 : 제품디자인계획 및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512

LICENSE 01. 

제품디자인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 제품디자인론 2. 인간공학 3. 공업재료 및 모형제작론 4. 색채학

- 실기 : 제품디자인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2432

LICENSE 02. 

제품디자인
산업기사

[산업디자인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

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인간공학기사,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등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industrial@khcu.ac.kr 



학
사

안
내

056056 057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제품디자인일반, 2.제도와 CAD, 3.모델링재료, 4.제품응용모델링

- 실기 : 제품응용모델링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6793

LICENSE 03. 

제품응용모델링
기능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1.색채심리.마케팅, 2.색채디자인, 3.색채관리, 4.색채지각론, 5.색채체계론

- 실기 : 색채계획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982

LICENSE 04. 

컬러리스트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색채심리, 2.색채디자인, 3.색채관리, 4.색채지각의 이해, 5.색채체계의 이해

- 실기 : 색채계획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2982

LICENSE 05.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산업디자인일반, 2.색채 및 도법, 3.디자인 재료, 4.컴퓨터그래픽스 

- 실기 : 컴퓨터그래픽스운용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내외)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7796

LICENSE 06. 

컴퓨터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학
사
안
내

058058 059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시각디자인론, 2.조형심리학, 3.광고학, 4.색채학, 5.사진 및 인쇄제판론

- 실기 : 시각디자인계획 및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 내외)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1790

LICENSE 07. 

시각디자인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색채학, 2.인쇄 및 사진기법, 3.시각디자인론, 4.시각디자인실무 이론

- 실기 : 시각디자인 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 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434

LICENSE 08.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시각디자인론, 2.조형심리학, 3.광고학, 4.색채학, 5.사진및인쇄제판론

- 실기 : 1.시각디자인계획및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내외)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과목당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1790&jmInfoD

ivCcd=A0&gbnn=gbnSubtab1

LICENSE 01. 

시각디자인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색채학, 2.인쇄및사진기법, 3.시각디자인론, 4.시각디자인실무이론

- 실기 : 1.시각디자인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 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7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과목당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434

LICENSE 02.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게임그래

픽전문가,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인쇄

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CAD,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어도비자격증

(ACE, ACS, ACA, GTQ, ACI)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design@khcu.ac.kr 



학
사
안
내

060060 061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산업디자인일반, 2.색채및도법, 3.디자인재료, 4.컴퓨터그래픽스

- 실기 : 1.컴퓨터그래픽스운용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내외)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7796&gSite=Q&gId

LICENSE 03.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디자인일반, 2.인터넷일반, 3.웹그래픽디자인

- 실기 : 1.웹디자인실무작업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7798&jmInfoDivCcd=

A0&gbnn=gbnSubtab1

LICENSE 04. 

웹디자인기능사

가.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나.시험과목

- 필기 : 1.게임제작개론, 2.그래픽디자인론, 3.게임그래픽디자인, 4.게임그래픽리소스제작

- 실기 : 1.2D콘셉트디자인, 2.2D스프라이트제작, 3.3D캐릭터제작, 4.3D배경오브젝트제작중택1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선다형,게임제작개론10문항그외나머지는과목당30문항(2시간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LICENSE 05. 

게임그래픽전문가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색채심리·마케팅, 2.색채디자인, 3. 색채관리, 4.색채지각론, 5. 색채체계론

- 실기 : 1.색채계획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982

LICENSE 06. 

컬러리스트기사



학
사
안
내

062062 063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색채심리, 2.색채디자인, 3.색채관리, 4.색채지각의이해, 5.색채체계의이해

- 실기 : 1.색채계획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택일형,과목당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982&examInstiCd=1

LICENSE 07.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가.시행처 :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전기일반, 2.렌즈, 광원및녹음재생, 3.영사기와필름의구조원리

- 실기 : 1.영사기조작,수리및영사작업

다.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객관식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40분)+작업형(1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과목당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047&tabGbn=

LICENSE 08. 

영사산업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인쇄공학,2.인쇄재료학,3.인쇄색채학,4.사진제판공학

- 실기 : 1.사진제판및인쇄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객관식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과목당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2391&jmInfoDivCcd

=A0&gbnn=gbnSubtab1

LICENSE 09. 

인쇄산업기사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멀티미디어개론, 2.멀티미디어기획및디자인, 3.멀티미디어제작, 4.멀티미디어제작기술

- 실기 : 1.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실무

다.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객관식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과목당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

마.관련안내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9545&examInstiCd=1

LICENSE 10.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학
사
안
내

064064 065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시험과목

- 필기 : 1.출판론, 2.전자출판, 3.전산편집

- 실기 : 1.전산편집작업

다.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60문항(총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

라.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6791

LICENSE 11. 

전자출판기능사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분야),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prevention@khcu.ac.kr 



학
사
안
내

066066 067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실무(복합형)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 1시간, 작업형 1시간 정도)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위험물안전관리론, 안전교육론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6697&examInstiCd=1

LICENSE 01. 

위험물기능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일반화학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정도)] 

※ 2009년 제1회 실기시험 시행부터 작업형 시험방법 변경 

1. 문제구성 : 동영상 +시험문제 2. 시험방식 : 주관식 답안지 서술방식 3. 채점방법 : 답안지 채점방식  

4. 문제 출제 수 : 10문제 5. 시험시간 : - 작업(동영상) : 시간 1시간30분, 배점 45점 - 필답 : 1시간, 배점 55점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위험물안전관리론, 안전교육론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121&examInstiCd=1

LICENSE 02. 

위험물산업기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화재조사론 2. 화재감식론 3.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4. 화재조사 관계법규 및 피해평가

- 실기 :  화재감식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80문제 2시간 

- 실기 : 2시간 30분 

라. 이수과목

화재조사론, 화재모델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2441&examInstiCd=1

LICENSE 03. 

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2.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3.소

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4.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건축재료 등) 5.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6.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다.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라.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소방유체역학, 재난관리론,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관계법규, 건축방재공학개론, 화재안전기준, 

화재모델링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0750&examInstiCd=1

LICENSE 04. 

소방기술사



학
사
안
내

068068 069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1. 소방원론 2. 소방전기일반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재난관리론, 전기공학개론, 기계공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의구조원리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910&examInstiCd=1

LICENSE 05.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1. 소방원론 2. 소방유체역학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1. 소방원론 2. 소방유체역학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재난관리론, 소방유체역학,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의구조원리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900&examInstiCd=1

LICENSE 06.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4과목 중 택 3과목)

 - 실기 : 국민안전교육 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75분(9:30~10:45)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실기 :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 

마. 이수과목

재난관리론, 안전교육론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3&jmCd=9657

LICENSE 07. 

소방안전교육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

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실기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구조 

다. 검정방법

-  필기 : 과목 별 25문항(총 125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  실기 : 과목별 3문항(총 6문항) 논술형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실기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

상 득점한 자

LICENSE 08. 

소방시설관리사 



학
사
안
내

070070 071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마. 이수과목

안전관리론,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소방관련법규, 소방시설구조원리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3&jmCd=9657

가. 시행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소방관계법령 2. 소방학개론 3. 소방시설 4. 소방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50문항, 4지택일형 

라. 합격기준

- 필기 : 총점 60점 이상

마. 이수과목

소방관계법규, 재난관리론,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전기공학개론, 기계공학개론, 건축방재공학개론, 

소방설비작동점검, 화재모델링

LICENSE 09.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1차 : 1.법학개론 2.민간경비론

-2차 : 1.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2.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1 

다. 검정방법

- 1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4지택일형

- 2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4지택일형 

라. 합격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이수과목

경비업법, 재난관리론, 공법개론, 범죄학, 경호학

바. 관련안내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9&jmCd=9501

LICENSE 01. 

일반경비지도사 

[공공안전관리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safety@khcu.ac.kr 



학
사
안
내

072072 073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1차 : 1.법학개론 2.민간경비론

-2차 : 1.기계경비개론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1 

다. 검정방법

- 1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4지택일형

- 2차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4지택일형 

라. 합격기준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이수과목

공법개론, 민간경비론, 기계경비개론

바. 관련안내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9&jmCd=9501

LICENSE 02. 

기계경비지도사

보건·한방분야

[한방건강관리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산림치유지도사, 보건교육사 3급, 조리기능사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oriental@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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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산림청

나. 시험과목

1. 산림치유 대상 이해      3. 산림치유 기획·관리

2. 산림치유 자원 이해      4.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

각 과목 25문항 총 100문항 5지선다 형.

다. 합격기준 

매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s://license.fowi.or.kr/index.do

가.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나. 시험과목(문제수)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3. 보건교육학(30)

2. 보건학(30)   4.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5지선다

다. 합격기준 

매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라. 관련 안내 사이트 

www.kuksiwon.or.kr

가.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나. 시험과목(문제수)

1.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3. 조리이론과 급식관리

2. 식품학    4. 공중보건

    객관식 4지택일, 실기

다. 합격기준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라. 관련 안내 사이트 

www.Q-net.or.kr

LICENSE 01. 

산림치유지도사

LICENSE 02. 

보건교육사 3급

LICENSE 03. 

한식조리기능사

인문·사회분야

[후마니타스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독서논술지도사, 문화관광해설사

후마니타스학과

02-3299-8623 

humanitas@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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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사)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

나. 시험과목

- 필기 :  방과후학교 기본이론, 독서논술 기본이론, 독서놀이 활용, 학습발달

 과목별 5문제씩 총 20문제(60분)

- 실기 :  모의수업

다. 검정방법

- 필기 : 독서논술지도사 1급/ 2급/ 3급 필기

- 실기 : 독서논술지도사 1급 실기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필요)

라. 합격기준

- 필기 : 1급 100점 만점에 80점, 2급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3급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급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seoulwelcome.com

LICENSE 01. 

독서논술지도사

가. 시행처 : 한국관광공사

나. 검정방법

- 서류 심사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외국어 면접 및 소양 면접 실시

- 서울시문화관광해설사 교육 :  100시간 이상, 기본소양(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관광서비스마인드) 

주요 문화재 및 관광자원의 이해, 외국어별 해설실무 등

- 수료시험 : 출석률 80% 이상, 필기 및 실기시험(시나리오 작성 및 현장시연 평가) 평점 70점 이상

다.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seoulwelcome.com

LICENSE 02. 

문화관광해설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시험과목

- 필기시험 :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6. 청소년이해론

- 면접 :  면접시험 항목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다.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100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부여

- 자격증 발행시기 (2017년 청소년상담사 시행공고 기준)

구분 발행 대상 발행 시기

1차 2월, 3월 자격연수 수료자 2017년 3월말 ~ 4월초

2차 4월, 5월 자격연수 수료자 2017년 6월말 ~ 7월초

3차 7월, 8월 자격연수 수료자 2017년 9월말 ~ 10월초

4차 9월, 10월 자격연수 수료자 2017년 11월말 ~ 12월초

LICENSE 01.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국가), 임상심리사 2급(국가), 상담심리사 2급, 내 러 티브상담사, 

인증코치(KAC), 드라마심리상담사 등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counseling@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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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정방법

-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5지택일형

- 면접 : 2인1조로 면접관 3인에게 면접실시

마.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청소년상담사 취득절차

공고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응시서류제출마감 → 합격자발표

자격연수 → 자격증교부

- 자격시험 시행<원서접수, 필기시험, 응시자격, 면접시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 ☎ 1644-8000 (http://www.q-net.or.kr/site/sangdansa)

-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관련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051)662-3041 (https://www.youthcounselor.or.kr)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시험 :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 실기시험 : 1. 임상 실무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학사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는 응시자격 취득

다.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khcu.ac.kr/department/contents.jsp?m=13189&SITE_GRP=DEPARTMENT07&lnb=1)

라. 검정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씩 총 100문제(2시간 30분)

- 실기시험 : 필답형(3시간)

마.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바.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40&gSite=Q&gId

LICENSE 02. 

임상심리사 2급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4-2109

가. 시행처 : 한국이야기치료학회(http://www.narrative.co.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이야기치료 철학 및 윤리, 2. 이야기치료 기법

 ※ 한국이야기치료학회 회원가입한 자로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내러티브 상담 과목을 이수한 자는 응시자격 취득

다. 검정방법

1) 이야기치료(기초교육)40시간-내러티브 상담과목 수료시 인정가능

2) 실천(임상) : 3사례(10시간)이상

3) 학회 주관 워크숍 혹은 학술대회 : 1회 이상

4) 반영팀 참석 : 2회 이상

5) 사례요약 : 3사례 요약본

6) 필기시험

라. 합격기준

- 필기 :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 기타 수련 활동 및 자격심사 통과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narrative.co.kr

LICENSE 03. 

내러티브상담사 
2급

가. 시행처 : (사) 한국코치협회(www.kcoach.or.kr)

나. 시험과목 :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또는 코칭학과 학점수료

다. 검정방법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실기시험

라. 합격기준 : 서류 심사

-  교육(학과인정-인증서류) 및 코칭실습리스트(20시간) 외 코치추천서, 고객추천서 2통씩 외 

동의서 (한국코치협회 서류다운)

- 필기시험 : 온라인 시험 (합격 기준 : 70점 이상)

1) ACPK 지원 경우: 코칭철학과 윤리, 코칭스킬, 코칭실제와 적용 등 3과목, 총 40문항

2) 포트폴리오 지원 경우: ACPK 트랙의 3과목 40문항과 코칭개요 20문항, 총 60문항

 * ACPK지원 : 한국코치협회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의 수료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포트폴리오지원 : ACPK를 수료하지 않았으나 한국코치협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윤리수준을 

갖춘 코치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

-  실기시험 (합격 기준 : 항목별 기준 점수 이상, 총 70점 이상) 실기시험은 전화로 1시간 동안 진행되

며, 코치윤리와 철학, 정의 및 태도, 경험과 성품, 코칭스킬의 3가지 영역에서 평균 70%이상을 득한 

자 합격 처리. 단, 한 가지 영역에서 50%이하인 경우 과락 처리

마. 관련 안내 사이트

- 한국코치협회 (www. kcoach.or.kr) 또는 아하가족성장연구소(02-379-8558)로 문의

LICENSE 04. 

KAC 
(Korea Associate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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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나. 시험과목 : 시험 없음

다. 검정방법 : 검정 없음

라. 합격기준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아래의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14과목)을 이수 후, 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발급 및 1급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마. 이수과목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4과목 :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

보건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정신건강론

LICENSE 01.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가. 시행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검정방법

-필기(객관식 5지 선택형)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50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75분)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75분)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

- 실기 : 없음

라.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site/welfare

LICENSE 0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 국가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부여, 건강가정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응시자격부여

- 민간자격증 :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부여, 의료사회복지사 응시자격부여

- 총장 명의 전문가과정 수료증: 다문화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welfar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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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이론교육: 150시간/실습교육: 830시간/학술활동: 20시간)

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 자격기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

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다. 관련 안내 사이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LICENSE 0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부여 
(국가자격증)

가. 자격기준 :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기초영역 4과목/실제영역 3과목) 이상 이수

나. 시험과목

- 핵심과목 (선택 5과목) : 가족과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가족정책론,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행정론

-  기초영역 (선택 4과목) :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

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실제영역 (선택 3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

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다. 관련 안내 사이트

건강가정 지원센터(www.familynet.or.kr)

LICENSE 03.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

가. 필수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 필수 이수 / 아동복지론·청소년

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나. 선택자격요건 (1가지 이상 충족)

-  240시간 이상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 안내 사이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LICENSE 05.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부여 
(민간자격증)

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 수련인증기관에서 수련제도 이수 (1년) + 수련종결평가 = 의료사회

복지사 시험응시 자격 부여

나.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응시 자격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함)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의료사회복지 연구 및 교육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가입년도 이후 연회비를 완납한 자,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최근년도 협회 인증 연수 평점 20점 

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관련 안내 사이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www.kamsw.or.kr)

LICENSE 06.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민간자격증)

가. 자격대상

본 학부 사회복지전공으로(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전문가 과정의 자

격 조건을 이수하고 수료증 발급을 신청한 자

나. 자격조건

① 이수과목

 -  필수 2과목 : 다문화사회복지(사회복지전공 과목),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한국어문화학과 과목)

 -선택 2과목 : 사회복지전공 과목(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상담, 가족과젠더)

② 다문화사회복지 교육

 - 다문화사회복지 특강(2시간)

 - 현장실무자와의 수퍼비전 워크숍(2시간)

LICENSE 07. 

다문화사회
복지전문가
(총장 명의 
전문가과정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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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대학레크리에이션 협회

나. 시험과목:

1급 : 과목이수 및 출석수업 6시간 참여, 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시

※협회기준에 따름.

2급 : 과목이수시

다. 필수과목 : 노인레크리에이션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recunikorea.or.kr/new/board/notice_view.asp&page=1&code=1&sq=49

LICENSE 01. 

노인복지
레크레이션
1급/ 2급

가. 시행처: 호스피스병원

나. 필수과목:호스피스와 사회복지

다. 시험과목:없음 (과목 이수 후 1박2일 호스피스병원 실습)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hospice.or.kr/

LICENSE 02. 

호스피스
자원봉사전문가

가. 시행처 : 경희사이버대학교

나. 수료기준

필수과목 4과목

선택과목 3과목

다. 신청 :졸업신청시

LICENSE 03. 

노인케어
복지전문가

가. 시행처:경희사이버대학교

나. 수료기준

필수9과목

다.신청 :졸업신청시

LICENSE 04. 

생애설계사 
전문가

가. 시행처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나. 자격기준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총17학점/51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다. 이수교과목 안내

2014학번~2016학번

- 보육기초영역(필수5과목) : 아동권리와복지*, 보육교사론*,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 발달 및 지도영역(선택1과목 or 2과목)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영유아교육영역(6과목) :  놀이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언어지도*, 아동문학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 건강영양 및 안전영역(2과목) : 아동안전관리*, 정신건강론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선택1과목 or 2과목) :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 보육실습영역(필수1과목) : 보육실습

  → 총 17과목(51학점) 

  ※ 2014학번~2016학번의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선택하여 총 이수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① 발달및지도영역 1과목 + 가족및지역사회협력영역 2과목

  ② 발달및지도영역 2과목 + 가족및지역사회협력영역 1과목  

LICENSE 01.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

[노인복지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 민간자격증 : 노인레크리에이션 1급 / 2급

- 수료증 : 노인케어복지 전문가, 생애설계사 전문가, 호스피스자원봉사 전문가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welfare@khcu.ac.kr 

[아동·보육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 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총장 명의 전문가과정 수료증 : 아동스토리텔링전문가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welfar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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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나. 자격기준 :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총 8과목/24학점)을 이수한 자

다. 이수교과목 안내

-  가족상담, 통합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특수교육학개론, 아동관찰및

행동연구,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아동관찰및행동연구’ 과목은 대면참석 없이 온라인으로 이수만 하셔도 됩니다. 

라. 관련 안내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LICENSE 0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국가자격)

2017학번 이후 

- 교사인성(2과목) : 아동권리와복지*, 보육교사론* 

- 보육지식과기술(필수9과목) :  놀이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언어지도*,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 보육지식과기술(선택4과목) :  가족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문학교육, 정신건강론,                

지역사회복지론

- 보육실무(필수2과목)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off-line)  

    → 총 17과목 이수(51학점) 

     ※ * 표시 : 대면과목(과목당 8시간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시험 참여 필수)

     ※ 보육실습 : 6주 240시간

     → 총 17과목 이수(51학점) 

마. 관련 안내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가. 자격기준 : 총 6과목(18학점)과 특강 6시간을 이수하고 졸업시 수료증 발급을 신청한 자 

 나. 이수과정 안내

① 이수과목

- 필수 6과목

아동문학교육, 언어지도, 아동관찰및행동연구(아동보육전공과목), 스토리텔링론, 문학에서 세상을 

만나다(스토리텔링과목), 스토리텔링글쓰기(인문학 과목)

② 특강

- 의사소통기술(3시간)

- 세계명작도서읽기와감상(3시간) 

LICENSE 03. 

아동스토리텔링
전문가
(총장 명의 
전문가과정 
수료증)

예술·체육 분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독서논술지도사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moon@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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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나. 검정방법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스토리텔링론, 시론, 문예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학사, 소설론, 논술과독서지도록, 현대시인론 이수

- 실기없음

다. 합격기준

- 지정한 7과목 Bo(80점) 이상 이수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khcu.ac.kr/department/board/view.jsp&SITE_

GRP=DEPARTMENT01&BRD_NO=736695&P_NUM=1&m=13010

LICENSE 01. 

독서논술지도사 1급

가. 시행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

나. 시험과목

- 필기(8과목) : 1.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2.운동생리학, 3.스포츠심리학, 4.건강체력평가

                           5.운동처방론, 6.병태생리학, 7.운동상해, 8.운동부하검사

※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커리큘럼에 8과목두 모 포함 되어 있고, 학사학위 취득시, 필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연수기관 : 연세대(수도권), 계명대(경상), 순천향대(충청), 조선대(전라)

다.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 및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s://www.insports.or.kr/main/main.do

LICENSE 01. 

건강운동관리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스포츠산업론, 2.스포츠경영론, 3.스포츠마케팅론, 4.스포츠시설론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스포츠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필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 실기 : 1.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과목당 25문항(150분)

- 실기 : 주관식 필답형(3시간 정도)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546&jmInfoDivCcd

=A0&gbnn=gbnSubtab1

LICENSE 02.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sportsmng@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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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일본국제교류기금·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http://www.jpf.go.jp · http://www.jees.or.jp)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언어지식(문자 · 어휘 · 문법), 2. 독해 3. 청해

- 실기 없음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N1~N5 레벨에 따라 시험시간 상이

- 실기 없음

라. 합격기준

- 필기 : 종합득점이 합격점 이상이며, 각 과목별 득점이 기준점 이상일 경우

- 실기 없음

마. 관련 안내 사이트

www.jlpt.or.kr

LICENSE 01. 

JLPT 
(일본어능력시험)

국제·언어·문화분야

[일본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JLPT(일본어능력시험), JPT, SJPT(일본어말하기시험), EJU(일본유학시험), 

BJT(비지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등

일본학과

02-3299-8671 

japan@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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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중국국가한판 HSK 한국사무국 (http://www.hsk.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듣기, 2. 독해

다. 검정방법

- 필기 : 新HSK 1급 ~ 6급 응시등급에 따라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상이, 홈페이지 확인

- 실기 없음

라. 합격기준

- 필기 : 新HSK 1급 ~ 6급 응시등급에 따라 총점 및 합격기준 상이, 홈페이지 확인

- 실기 없음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hsk.ne.kr/introduction/intro2.htm

LICENSE 01. 

新HSK

가. 시행처 : 한국 TOEIC 위원회(http ://www.toeicstory.co.kr) 

나. 시험과목 : 듣기, 독해 

다. 검정방법 : 듣기, 독해 각 객관식 100문항 씩 총 200문항(120분) 

라. 합격기준 : 99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성적 발부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 ://exam.ybmnet.co.kr/toeic/info/composition.asp 

LICENSE 01. 

TOEIC

가. 시행처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http ://www.kstinc.or.kr) 

나. 시험과목

- 1, 2급 : 외국어-> 한국어역 또는 한국어->외국어역 

- 3급 : 외국어->한국어역 

다. 검정방법 : 주관식 필답고사, 절대평가 

라. 합격기준 

- 1, 2급 : 총 100점 중 80점 이상 취득자, 

- 3급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취득자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 ://www.kst-tct.org 

LICENSE 02. 

번역능력인정시험

(TCT)

[중국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HSK, TSC(중국어말하기테스트), BCT(비즈니스중국어테스트)

중국학과

02-3299-8676   

china@khcu.ac.kr 

[미국문화영어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TOEFL, 외국어능력인증시험, 번역능력인정시험(TCT),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관광통역안내사 등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english@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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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국제통역번역협회 

나. 시험과목 

- 전문통역 1, 2급 : 한국어역, 외국어역, 직업윤리 

- 비즈니스통역 1, 2급 : 한국어역, 외국어역 

- 전문번역 1, 2급 : 한국어역 또는 외국어역, 직업윤리

- 비즈니스번역 1, 2, 3급 : 한국어역, 외국어역 

다. 검정방법 

- 전문통역 1, 2급 : 5문항 90분 

- 비즈니스통역 1, 2급 : 12문항 70분 

- 전문번역 1, 2급 : 4문항 180분 

- 비즈니스번역 1, 2급 : 15문항 120분 / 비즈니스번역 3급 : 40문항 60분 

라. 합격기준 

- 전문통역 1급 : 90/100점 이상 / 전문통역 2급 : 80/100점 이상 

- 비즈니스통역 1급 : 80/100점 이상 / 비즈니스통역 2급 : 70/100점 이상 

- 전문번역 1급 : 90/100점 이상 / 전문번역 2급 : 80/100점 이상 

- 비즈니스번역 1급 : 80/100점 이상 / 비즈니스번역 2,3급 : 70/10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 ://www.itt.or.kr075

LICENSE 03. 

ITT
(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시험과목 

- 1차 : (1교시) 국사, 관광자원해설, (2교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2차 : 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공인어학성적기준 

 TOEIC 760점 이상 / TEPS : 677점 이상 / TOEFL(CBT) : 217점 이상  

 TOEFL(IBT) : 81점 이상 / G-TELP(Level 2) : 74점 이상  

 FLEX : 776점 이상 / PELT(main) : 345점 이상

다.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1, 2교시 각 50분 / 2차 : 면접. 1인당 10~15분 내외 

라. 합격기준 : 1차 :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점수 배점 비율 환산 60% 이상  

                          2차 : 총점의 60% 이상 획득한 자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 ://www.q-net.or.kr

LICENSE 04. 

관광통역안내사

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함

2.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한 후 국립국어원의자격 심사를 통해 2급 

자격증 취득(부전공자는 3급 자격증 취득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3. 자격 등급 및 취득(심사) 절차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전공/복수전공(2급), 부전공(3급)으로 졸업

2)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인터넷 접수)

3) 제출서류발송 - ① 심사신청서(직접출력)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증명서

4. 한국어교원의 자격 심사

- 심사 주관 기관 : 국립국어원 (심사 신청 전용 사이트: http://www.korean.go.kr/kteacher/)

- 심사 신청 기간 : 연 3회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자세한 사항은 심사 신청 전용 사이트 참고

- 심사 후 심사 결과 공고 및 자격증 송부

5.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  외국 국적자도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한 국어교원 자격 취득 가능. 

단, 자격증 신청 시 2년 이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을 제출해야 함.

[한국어문화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korean@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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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이란?

(1) 자격분류 : 국가자격

(2) 시행기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topik.go.kr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하는 한국어 시험으로, ‘토픽(TOPIK,  

TestofProficiencyinKorean)’이라고도 한다.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자격특징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능력 인증시험(TOKL)은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구별된다.

 ②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거쳐 2011년부터는 국립 국제

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36개 대학, 국외에서는 70여 개국 200여 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영어의 TOEFL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대학 정규 학위과정의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입학서류와 함께 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전문대학 제외)하다. 

기본정보

자격정보

6.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한국어문화학과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교육과정

한국어교원 자격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문화학과의 각 영역별 과목

영역 6학점
과목명(개설 학기)

1학기 2학기

한국어학 6학점 한국어문법론(2-1)

한국어학개론(1-2)

한국어어문규범(2-2)

한국어의미론(3-2)

한국어표준화법(2-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24학점

언어학개론(1-1)

외국어습득론(3-1)

대조언어학(2-2)

사회언어학(3-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어교육개론(1-1)

한국어이해교육론(2-1) 

한국어어휘교육론(3-1) 

한국어교재론(3-1)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3-1)

한국어평가론(4-1)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교육(4-1)

특수목적한국어교육(4-1) 

아동 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4-1)

한국어교수방법론(1-2) 

한국어발음교육론(2-2) 

한국어교육과정론(2-2)

한국어표현교육론(2-2) 

한국어문법교육론(3-2) 

한국문화교육론(3-2)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3-2)

현장한국어교육(3-2)

한국어수업세미나(4-2)

한국문화 6학점

한국의현대문화(1-1)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2-1)

한국의음식문화(2-1)

한국의고전문학(3-1)

한국의건축문화(4-1)

한국민속의이해(1-2)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1-2)

한국의복식문화(2-2) 

한국역사의이해(3-2)

한국미술의이해(3-2) 

한국음악의이해(4-2)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4-1) 한국어교육실습(4-2)

총계 45학점 총 117학점

※ 학년도별 과목 개설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학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 진출 분야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강사, 통번역가 등

한국어학과

02-3299-8648 

ikorean@khcu.ac.kr 



학
사
안
내

098098 099

학
사
안
내

생
활
안
내

학
교
소
개

시험시간표

구분 교시 영역

한국
시험기간

(분)입실완료
시간

시작 종료

TOPIKⅠ 1교시
듣기 
일기

09:20
까지

10:00 11:40 100

TOPIKⅡ

1교시
듣기 
쓰기

12:20
까지

13:00 14:50 110

1교시 일기
15:10
까지

15:20 16:30 70

※ TOPIKⅠ은 1교시만 실시함

※ 해외시험기간은 현지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한국기준)

     TOPIKⅠ: 35000원     TOPIKⅡ: 40000원

시험의 수진 및 등급

- 시험수준 : TOPIKⅠ, TOPIKⅡ

- 평가등급 : 6개 등급(1~6급)

  획득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별 분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TOPIKⅠ TOPIKⅡ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80점 이상 140점 이상 12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 35회 이전 시험기준으로 TOPIKⅠ은 초급, TOPIKⅡ는 중ㆍ고급 수준입니다.

문항구성

1) 수준별 구성

구분 교시 영역 유형 문항수 배점 총점

TOPIKⅠ 1교시
듣기 선택형 30 100

200
일기 선택형 40 100

TOPIKⅡ
1교시

듣기 선택형 50 100

300쓰기 서답형 4 100

2교시 일기 선택형 50 100

시험정보

2) 문제유형

- 선택형 문항(4지선다형)

- 서답형 문항(쓰기 영역)

  ㆍ문장완성형(단답형) : 2문항

  ㆍ작문형 :  2문항(200~300자 정도의 중급 수준 설명문 1문항, 600~700자 정도의 고급 수준 

논술문 1문항)

쓰기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

문항 평가범주 평가내용

51-52
내용 및 과제 수행 -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썼는가?

언어사용 -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53-54

내용 및 과제 수행

-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사용

-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문제지의 종류 : 2종(AㆍB형)

종류 A형 B형(홀수, 짝수)ㅠ

시행지역 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아시아

시행요일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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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평가 기준

시험수준 A형 B형(홀수, 짝수)ㅠ

TOPIKⅠ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TOPIKⅡ

3급

일상생활을 영우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

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ㆍ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ㆍ문화적인 내용을 이해  

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 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격지 않는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 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

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시험일

해외시험의 경우, 국가 - 지역별로 실시하는 시험회차가 다름

예) 중국지역은 4월, 10월만 시행 (공지사항 - 2019 국외 시행예정국가 게시글 참고)

회차 한국
미주ㆍ유럽ㆍ
아프리카ㆍ
오세아니아

아시아 비고

제 62회 01.13.(일) 한국만 시행

제 63회 04.21.(일) 04.20.(토) 04.21.(일)

제 64회 05.19.(일) 05.18.(토) 05.19.(일)

제 65회 07.07.(일) 07.07.(일)

제 66회 10.20.(일) 10.19.(토) 10.20.(일)

제 67회 11.17.(일) 11.16.(토) 11.17.(일)

원서 접수기간(한국기준)

해외시험의 경우, 한국 접수 날짜와 다르므로 현지접수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함

(공지사항 참고)

원서마감일과 결제마감일이 동일(추가결제기간 없음)

회차 기간 접수방법 비고

제 62회
2018.12.12.(화) 09:00 ~ 

2018.12.17.(월) 18:00 (7일간)

온라인 

접수

(개인, 단체

접수)

한국접수만

해당

제 63회
2019.01.24.(목) 09:00 ~

2019.01.31.(목) 18:00 (7일간)

제 64회
2019.03.12.(화) 09:00 ~

2019.03.18.(월) 18:00 (7일간)

제 65회
2019.05.21.(화) 09:00 ~

2019.05.27.(월) 18:00 (7일간)

제 66회
2019.08.06.(화) 09:00 ~

2019.08.12.(월) 18:00 (7일간)

제 67회
2019.09.03.(화) 09:00 ~

2019.09.09.(월) 18:00 (7일간)

2019년도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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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발표일

발표일 15:00 기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를 통하여 발표함

결과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 62회 제 63회 제 64회 제 65회 제 66회 제 67회

2019.
01.31.(목)

2019.
05.30.(목)

2019.
06.27.(목)

2019.
08.01.(목)

2019.
11.28.(목)

2019.
12.19.(목)

(1)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2) 외국인 및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3)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기준

(4)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5)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시험(2~3급)응시 자격 취득

(6) 영주권 취득

(7)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활용정보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경영전공

02-3299-8657 

artcultur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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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www.arte.or.kr/index.do )

나. 2급 교육과정

1)  직무역량 :  ① 문화예술교육 개론 ②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③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2)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다.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s://acei.arte.or.kr/main.do

LICENSE 05. 

문화예술교육사

(2급)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

나. 시험과목

- 필기 : 1. 박물관학

 2.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어 9개 과목 중 택 1

 3.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12개 과목 중 택 2

-  실기 :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다.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5

LICENSE 06.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가. 시행처 :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나. 자격시험 :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별로 각각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1) 필기 : ① 공통과목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② 전공과목 :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급수에 따라 난이도는 물론 배점 및 합격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2) 실기 : 등급별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인정 받은 자 .

 ※ 등급별 적용기준 다름

다.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staff.or.kr/user/jsp/main/main.jsp

LICENSE 07. 

무대예술전문인

경영 분야

[글로벌경영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사회조사분석사, 물류관리사, 판매관리사, 아웃소싱지도

자 2, 3급, 경영진단사, 소비자상담사, 소비자재무설계사, 직업상담사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mis@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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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제1차 시험]

1. 중소기업관련법령, 2. 경영학, 3. 회계학개론,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

[제2차 시험]

- 지도분야별로 구분 실시

- 인적자원관리분야(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봉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실기 없음

다. 검정방법 (필기 / 실기없음)

[제1차 시험]

객관식(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주관식(논술형 및 약술형)

라. 합격기준 (필기 / 실기없음)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49

LICENSE 01. 

경영지도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 1. 고급조사방법론 I, 2. 고급조사방법론 II,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 실기 : 1. 사회조사 분석 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1, 2번 각 30문항, 3번 40문항 총 100문항(15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20&gSite=Q&gId

LICENSE 02. 

사회조사분석사

가. 시행처 :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 필기1차(객관식) : 1. 경영학, 2. 경제원론, 3. 상법, 4. 세법개론, 5. 회계학, 6. 영어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함

- 필기2차(주관식) : 1. 세법, 2재무관리, 3회계감사, 4원가회계, 5재무회계

다. 검정방법 (필기 / 실기없음)

- 1차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40~50문항(총 290분),

- 2차 필기시험(주관식)(1일차:360분, 2일차:270분)

라. 합격기준 (필기 / 실기없음)

ⓐ  제1차시험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자수를 고려,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절대평가)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마.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cpa.fss.or.kr/cpa/guide/system1.action

LICENSE 01. 

공인회계사 

[세무회계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세무공무원(7급/9급), 회계정보사(1급/2급), 

회계정보처리사(1급/2급 )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dta@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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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나. 시험과목(필기 / 실기없음)

- 필기1차(객관식)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3. 회계학개론, 4.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 필기2차(주관식) 1. 회계학1~2부, 2. 세법학1~2부

다. 검정방법(필기 / 실기없음)

- 필기 : 1차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별 40문항(총 160분)

              2차 필기시험(주관식), 과목별 4문항(총 360분)

라. 합격기준

ⓐ 제1차시험: 과목당(영어제외)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제2차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단, 위 기준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마. 관련 안내 사이트 :

http://www.q-net.or.kr/man001.do?id=&gId=22&gSite=L

LICENSE 02. 

세무사

가. 시행처 : 인사혁신처 주관 국세청 공고(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나. 시험과목

- 9급 :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세법개론, 회계학), 100분

- 7급 :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헌법, 회계학, 세법), 140분

- 실기 : 면접·집단토론(30분)

다. 검정방법 : 매년 4월경 시행(매년 1월초 공고)

라. 합격기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gosi.go.kr

LICENSE 03. 

세무공무원

(9급,7급)

가. 시행처 : 삼일회계법인http://www.samilexam.com)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1. 재무회계, 2. 세무회계, 3.원가관리회계

다. 검정방법(필기 / 실기없음)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별 40문항(총 150분)

라. 합격기준(필기 / 실기없음)

- 전 과목 과목별 70점 (100점 만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samilexam.com

https://www.kgq.or.kr/static-jsp/comm/cert_info_1.jsp

LICENSE 04. 

재경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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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FPSB(http://www.fpsbkorea.org)

나. 시험과목

- 필기 :  재무설계원론, 재무설계 직업윤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투자설계, 세

금설계, 상속설계, 각 사례

- 실기 없음

    ※ AFPK(개인 재무설계업무 관련 국내 전문자격) 취득자만 응시 가능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170문항과 80문항을 각각 2일에 나누어 시험

- 실기 : 없음

라. 합격기준

- 필기 : 각 과목 40%이상이고, 전체평균이 70%이상

- 실기 없음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fpsbkorea.org/?mnu_usn=27

LICENSE 01.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가. 시행처 : 한국FPSB(http://www.fpsbkorea.org)

나. 시험과목

- 필기 

   모듈1 : 재무설계 개론, 재무설계 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 상속설계

   모듈2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 실기 : 없음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선다형, 100문항과 80문항을 각각 2일에 나누어 시험

- 실기 : 없음

라. 합격기준

- 필기 :  모듈1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각 과목 별 40% 이상을 

득점해야 함.

- 실기 없음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fpsbkorea.org/?mnu_usn=27

LICENSE 02. 

한국재무설계사
(AFPK)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한국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FP), 금융공인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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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경제전공

02-3299-8636 

financ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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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사)한국주거학회

나. 시험과목

- 필기 : 주거복지총론, 주거복지실무와적용

- 실기 : 없음

    ※ 사전이수과목 교육 대상자만 시험응시 가능, 현장실습 별도 이수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선다, 과목당 50문항을 1교시 및 2교시에 나누어 시험

- 실기 : 없음

라.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housingwp.or.kr/user/intro/IntroUser3.do?_menu=103

LICENSE 01. 

주거복지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제1차 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 부동산공사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실기 : 없음

다.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40문항씩(250분) / 실기 없음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없음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LICENSE 02. 

공인중개사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경매사 등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realestat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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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면접진행)

- 필기 :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실기 없음, 면접 진행

- 면접

[제1면접]

영어면접 :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

호텔실무상식면접 :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

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75분)

- 실기 : 면접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실기 : 총점의 6할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8

LICENSE 01. 

호텔관리사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면접진행)

- 필기 : 1. 관광법규, 2.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 면접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1번 15문항, 2번 35문항으로 총 50문항(100분)

- 실기 : 면접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실기 : 총점의 6할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41

LICENSE 02. 

호텔서비스사

호텔·관광·외식분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 

CS 리더스 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컨벤션기획사, 조주사 자격증 등

※ 호텔서비스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hotel@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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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필기 / 실기없음/ 면접진행)

- 필기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3, 4번 과목 면제

- 면접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외국어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75분)

- 실기 : 면접, 1인당 10~15분 내외로 면접

라.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실기 : 총점의 6할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LICENSE 01. 

관광통역안내사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컨벤션산업론 2. 호텔.관광실무론 3. 컨벤션 영어

- 실기 : 1. 컨벤션 실무(컨벤션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서신 작성)

다.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시험시간 : 6시간)

마.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36

LICENSE 03. 

컨벤션기획사 2급

가. 응시자격 =  컨벤션기획사 2급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11년 이상 등

나. 시험과목 = 필기 : 1. 컨벤션기획실무론 2. 재무회계론 3. 컨벤션마케팅

실기 : 컨벤션 실무(컨벤션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프리젠테이 션)

다.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마.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35

LICENSE 04. 

컨벤션기획사 1급

가. T/C 자격증 개요와 업무

-  일반 및 국외여행업에서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해외

여행 인솔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인솔자를 통상 Tour Conductor (약자로 T/C) 라고 함.

-  무분별하고 무자격자들로 인한 해외여행질서가 문란해져, 정부는 1998년 12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

내사, Tour Conductor 소양 및 양성교육 수료한 후 자격증 취득자만 해외여행인솔업무가 가능하게 함.

나. T/C 소양교육 이수 절차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아래 참조)

에서 해외 T/C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소양교육, 3일~5일이내의 기간 중 15시간 이상)

*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LICENSE 02. 

해외여행전문
인솔자(T/C)

다. T/C 양성교육 이수 절차

- 정규 관광교육기관(관광전공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이상)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마친 후,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대학 및 학원)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자 .

(양성교육, 연 100시간 이상)

라. 지원자격자

관광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 2년제 3학기 이상, 4년제 6학기 이상

학점은행제 관광관련 전공 학생인 경우 : 60학점이상 이수자

관광관련 실업계고교 졸업자

관광관련 대학(교)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관광관련 석사과정 학생인 경우 : 2학기 이상인 자

전과 또는 편입의 경우 : 3학기 이상 (35학점 이상) 이수자

비전공자일 경우, 여행관련업체 6개월이상 근무경력자

마.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tchrm.or.kr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해외여행전문 인솔자자격증(T/C), 레저자격증, 보트조종면허, 

윈 드서핑지도자자격증,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02-3299-8656  

tourism@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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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내역 확인 하는 곳 : 나의 교실 >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이란 본인이 해당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

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강제도

CHAPTER 02_학사안내

수강신청 화면접속

수강신청 화면에 접속

교양과목 수강신청

교양선택과 교양필수과목 중 희망과목을 선택하면 수강신청 내역이 나타남.

*단, 편입생은 교양필수 과목이 이전 학교에서 이수로

뒤늦게 인정 될 수 있으니 첫학기 전공과목 우선으로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저장 후 등록금을 납부함.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고지서납부의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음.

등록금 납부 확인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등록금 조회 및 납부에서

본인의 납부내역을 조회 할수 있음.

전공 교육과정 수강신청

전공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중 희망 과목을 선택하면 수강신청 내역이 나타남.

가.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나. 시험과목 = 필기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실기 1. 식품생산관리 실무

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6시간 정도)]

라.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마.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1530&examInstiCd=1

LICENSE 01. 

식품기사

가. 시행처 = 한국커피로스터연합(CRKA)

나. 검정방법 = ※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신산업조리학과 커피하우스창업론

다. 합격기준 = 커피하우스창업론 과목 이수 시, 커피이론과정 수료증 발급

라.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khcu.ac.kr/department/contents.jsp?m=13560&SITE_GRP=DEPARTMENT1 

9&lnb=1

LICENSE 02. 

커피이론과정
(수료증)

[외식조리경영학과]

취득가능 자격증 

푸드스타일리스트, 조리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제과제빵사, 식품산업기사, 물류관

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vam7@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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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신청기간

매 학기 개강하기 전 별도 공고된 소정의 기간 중에 실시(홈페이지 내 학사일정 확인)

다. 수강신청 세부안내

1) 타 학과 또는 상위학년 과목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수강신청화면에서 타 학과 또는 학년 선택)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제공(아래는 강의계획서 내용) - 과목개요 – 교육목표 – 교재 및 참고문헌 –

  성적 평가 기준 및 방법 – 담당교수 소개 – 주별 강의 주제 및 내용

3) 수강신청학점안내

학기구분 직전학기성적 수강신청학점

정규학기 3.300 미만 12~18학점

3.300 이상 12~24학점

계절학기 계절학기 최대 9학점

유의사항 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졸업예정 

학기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최저학점 제한은 없음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신청 가능)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3.3 이상이면 정규학기 최대 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절

학기는 수강할 수 없다(최대 24학점 초과할 수 없음).

-  휴/복학, 학업연장 등으로 동기들과 학년 또는 졸업학기가 달라지는 경우, 본인이 소속한 학년의 

경우에 따른다.

- 졸업예정학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취득하면 되므로,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기본 원칙

- 교양과정과 본인 소속 전공교육 과정에서 이수학점표에 근거하여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라. 재수강

1) F재수강 : 특정과목에 대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다시 해당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과목을 F학점을 취득하여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2)  성적상승재수강 : 과거에 이미 이수한 특정과목에 대하여 취득한 학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높이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어느 과목이라도 성적

상승재수강이 가능하다.

   성적상승재수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취득한 학점과 현재 신청하는 학점 중 하나가 삭제되므로 졸

업학점 계산 시 이를 염두에 두어 총 학점 수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학점이 높은 경우

(재수강 후 학점이 낮을 때)

과거 학점이 낮은 경우

(재수강 후 학점이 높을 때)
두 개 학점이 같을 때

과거 학점 인정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인정 과거 학점 인정

3) 재수강시 기본 원칙

재수강은 과목명과 학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과목이어야 가능하다.

수강신청정정 확인하는 곳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내역조회

가. 수강신청정정 절차

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정정 화면 접속

수강신청 화면에 접속

전공 교육과정 수강신청

전공교육과정 개설 과목 목록에서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기수강신청한 과목 목록에서 이전에 신청했던

과목 중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을 삭제하여 임시저장을 클릭하여 과목이 서로 교체 될 수 있도록 함.

교양과목 수강신청

교양과정 개설 과목 목록에서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기수강신청한 과목 목록에서

이전에 신청했던 과목 중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을 삭제하여 과목이 서로 교체 될 수 있도록 함.

수강정정 과목확인

수강정정 같은 화면 하단에 수강정정된 과목 목록을 확인하여, 수강정정 여부를 확인, 

수강과목이 정정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단계를 다시 진행해야 함.

신청내역 확인

수강신청정정을 완료한 후에는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최종적으로 수강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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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신청정정 기간

개강 후, 공고된 수강신청정정 기간 중에 실시(3월 초, 9월 초)한다.

다. 수강신청정정 세부안내

1) 수강신청정정기간에 과목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미 신청한 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미 신청한 수강신청 인원 상황에 따라 특정과목은 변경 신청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절차와방침에 따라 학점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학점취소 양식 있는 곳 : e-바로처리실에서 취득학점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소속 학과로 팩

스/우편/방문 제출 > 학과장 결재 > 교무처 제출 > 취득학점취소 처리

가. 학점취소란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취소하는 것이다.

나. 신청 및 정정

1) 별도로 공고된 기간 내 (3월, 9월) 취소 신청한다.

2) 신청자격

- 이미 취득한 과목 중 교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취득한 성적이 좋지 않아 과목을 삭제하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 재학중인 상태에서만 학점 취소 가능하다.(휴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불가능)

- 취득학점 취소한 과목은 복원 절대 불가하다.

- 취득학점 취소한 과목의 수업료는 감면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 졸업이수학점 등 본인의 학점 관리를 위해 신중히 신청하기 바란다.

*마지막 학기 취득 학점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본교는 조기졸업과 학점보완을 위해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학기 신청하는 곳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가. 계절학기 운영

조기졸업 및 학점보완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계절학기 개설과목 및 운영기간

1) 교양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 수 미달 시 폐강될 수 있다.

2) 계절학기의 학점당 수강료는 일반학기와 동일하다.

3) 한 주에 3~4주차의 강의가 올라온다.

4) 수업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졸업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계절학기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에 포함된다.(단, 성적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1) 계절학기 수강신청 방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며, 수강신청기간은 개설 전에 별도로 공고한다.

2) 매 계절학기 신청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만 가능하며, 학점 당 수강료는 일반학기와 동일하다.

 <예> 2017년 현재 학점 당 8만원으로 9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8만원 X 9학점 = 72만원

3)  계절학기는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 수강과목을 

수강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수강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과목은 재수강 과목만 가능하다.

4)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수업료납부 기간 내에 종료하지 않는 경우,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라. 계절학기 성적처리

1) 계절학기 취득성적의 산출 및 인정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 학년별 평점 등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

로 정규학기의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 장학, 성적경고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절학기 

학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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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본교는 경희대학교와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학점교류 신청하는 곳 :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학점교류 클릭)

가. 학점교류 시행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같은 경희학원에 소속된 경희대학교와의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소정의 절

차에 따라 경희대학교의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도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

해 주고 있다.

나. 자격 및 신청

1)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아울러 오프라인수업이 이루어지는 

주중 수업시간에 출석이 가능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  희망자는 학기 전 방학기간 중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학

점교류 클릭)을 한다.

3) 신청자가 많아 경희대학교에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 선착순으로 인원제한을 둘 수 있다.

다. 학점교류 세부안내

1)  학점교류자는 경희대학교에서 사용할 학번을 별도로 부여받고, 본교수강신청 전 정해진 기간 

내에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하며, 수강신청한 사항은 본교 수강신청 시 

해당사항이 표기된다.

2) 한 학기에 3학점, 재학 중 총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경희대학교의 교양강좌(영역교양)에 대해 배정된 인원만큼 신청이 가능하나, 사정에 따라 강

좌별로 제한을 둘 수 있다.

4) 경희대학교 과목 수강에 대한 수업료는 본교 수강신청시 합산하여 납부한다.

5)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점교류 신청 과목 추가는 불가능하며 취소만 가능하다.

라. 학점인정

1)  경희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경희대학교 수학 이수 학점으로 표시되어 성적표에 

기록된다.

2) 경희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3)  경희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휴  학

학적변동

CHAPTER 02_학사안내

휴학이라고 함은 재학생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수학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휴학 입대휴학

-병가 또는 가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학

-휴학 기간 : 1회에 최대 1년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휴학 기간 : 군복무기간(3년)

1)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2) 휴학신청은 재학 중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나. 휴학절차 및 방법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웹상에서 휴학신청서를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2) 입학(신/편입) 첫 학기 이수 후부터 휴학 가능하다.

3) 시기에 상관없이 휴학할 수 있는 경우

 가) 병가사유 : 4주 이상 수업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종합병원의 4주이상 진단서 제출 필요

 나) 입대사유 : 입대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필요

4) 휴학 신청하는 곳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다. 이수학기 성적처리

- 해당 학기는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라. 등록금 이월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휴학일 경우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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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이라고 함은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복학의 종류

정규복학 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 휴학기간 종료 전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 복학을 

해야한다.

2)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가 된다.

3) 복학 신청하는 곳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학과접수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부)장 및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

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아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수업료 반환 기준

신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된다.

<수업료 반환 기준표>

기간 반환금액

개강전일 수업료 전액

개강일 ~ 수업일수 30일 수업료 5/6 해당액

수업일수 31일 ~ 60일 수업료 2/3 해당액

수업일수 61일 ~ 90일 수업료 1/2 해당액

수업일수 91일 이후 없음

* 휴학접수일자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함.

(입학금 및 장학금은 제외)

※ 단, 휴학생이 휴학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 다음의 경우에는 “휴학학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함

복 학

자퇴/제적

가) 휴학생이 휴학 중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나) 휴학생이 복학 신청 후 복학 개시 전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8.14.]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위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나. 수업료 반환 계산식 예

- 개강 후 3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 (총수업료) × 5/6

- 개강 후 31일부터 60일까지 반환신청서 접수자 : (총수업료) × 2/3

※ 총수업료는 제공받은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 기준임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자퇴 시 수업료 반환금은 현금으로 환불된다.

다. 제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휴학만료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 제적)

- 소관부서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재입학이라고 함은 제적된 자가 제적 전 학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입학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 전 별도의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나. 재입학 신청방법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재입학신청

다. 재입학자격 및 모집범위

-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제적당시의 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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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입학심사

- 재입학은 해당 모집년도 정원의 여석내에서 선발한다.

-  정원외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재입학 희망자는 반드시 산업체 및 군재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

- 입학 시 지정된 정원내외 입학유형의 조건이 변경되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하다.

마. 재입학절차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기일까지 소정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재입학시 기존의 취득학점 및 학적변동내역(휴학기간 등)이 모두 인정된다.

- 재입학은 2회만 가능, 재입학 후 1학기는 일반휴학 불가하다.

전과라고 함은 학생이 입학한 학과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현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과신청기간

- 매학기 개시 전 별도로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나. 전과 신청 방법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전과신청

다. 전과자격 및 모집범위

-  1학년 과정을 이수하여,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단, 3학년 편입자 제외)가 학년 승급

하기 직전에 신청한다.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전과 심사 및 승인후 가능하다.

- 입학 이후 신설된 학과로는 전과를 불허한다.

- 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나 각 학과기준에 따라 이수 구분이 변경된다.

라. 전과심사

- 정원의 여석 내에서 선발하며,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마. 전과절차

- 전과 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받고, 전과 후부터는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전 과

아름다운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맛볼 수 있고 대

학생활의 열정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사ㆍ제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동제는 

각자의 개인기와 각 학과의 숨겨둔 끼를 유감없

이 발휘하고 화합과 열정의 한마당이다. 

체육대회는 경희인의 체력과 자신의 전공 이외의 

운동 실력을 과시하고 각 학과의 명예를 짊어지고 

애교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협동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그동안 Academy Festa라는 이름으로 열리던 

KHCU 학술제는 학술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취 및 

성장 기회를 도모하고, 지적 수준 함양과 창조적 학

술연구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돼 온 중요 

행사이다.

사이버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특강 시리즈(컴퓨터 

무료 특강, 개강 및 종강 특강, 취업 특강 등) 개최를 

통해 학과(전공)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융합하여 더 

큰 시각으로 대학생다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획

되어 추진되는 온·오프 융합교육이다.

학내 주요 행사

CHAPTER 02_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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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생증을 통해 재학기간 중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생증신청 

- 방문신청 : 경희사이버대학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당일 발급

   (월~금:09:00~17:30,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입학ㆍ학생처로 

   제출 → 접수 → 발급 → 우편송부 또는 직접수령

나. 발급기간

- 방문신청 : 당일 발급 (방문전 전화문의) 

- 온라인/우편신청 : 접수일로부터 1주 소요

다. 제출서류

-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발급서비스(학생증 발급) → 발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 발급비용

- 입학시 발급 무료

- 신ㆍ편입생의 경우, 학생증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확인 후 발급가능  (1주일정도 소요)

-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방문시 3,000원 

  (재발급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900-895269 경희사이버대학교) 

- 제출처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ㆍ학생처

학생증

(학생ID카드) 

증명서 발급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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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증 (ISIC :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은 유네스코 인증 세계 유일의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로서 해마다 전세계 120여개국 450여만 명의 학생들이 발급 받는 세계 공통 

디자인의 국제 학생증입니다. ISIC를 소지한 학생들은 해외에서 ISIC를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학생 신

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급자격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나. 발급절차

① 나의교실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생증신청 > 국제학생증 신청 

② 국제학생증 신청배너 클릭 > 내국인 학생/외국인 학생 중 선택 

③ 신청서 작성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한 발급수수료 결제 (발급수수료 : 17,000원)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입금 확인일로부터 4일 이내)

  - 세부사항은 신청페이지 참고

다. 국제학생증 혜택

- 항공권/교통/숙소/환전 및 금융서비스/보험우대/현지 박물관,유적지,문화제 무료 입장 및 

  할인/일반 사설 업체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국제학생증 발급센터 (http://www.isic.co.kr) 에서 확인바람

라. 유효기간

- 발급월로부터 13개월간

  예) 6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듬해 6월말까지 유효

국제학생증 

가. 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고 결제후 프린트하여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발급절차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발급 바로가기] 선택 → 증명발급사이트 이동 → 

로그인(로그인 방식 선택) → 과정선택(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은 제외) → 학적신상 정보 확인 → 

증명서 종류 및 매수 선택 → 출력방식선택 → 결제 → 출력

② 비용

구분
발급수수료

대행수수료 소요시간
국문 영문

재/휴학생 500원 1,000원 1,000원

(동일 증명서는 
발급통수에 따라 
500원씩 추가)

즉시졸업/재적생
(시간제 포함)

1,000원 1,000원

나. 팩스민원

공공기관(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발급절차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 민원신청-어디서나 민원 메뉴에

서 신청 → 행정기관에서 본교로 학생의 신청서 송부 → 본교는 증명서를 팩스로 행정기관에 송부 → 

학생은 행정기관 방문 후 증명서 수령

② 비용

구분
발급수수료

기타 소요시간
국/영문 업무대행비

학생부담 1,000원 300원
발급종류, 

통수에 따라 
수수료 증가

3분 이내

제증명서
발급

제증명서 발급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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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인 키오스크(KIOSK) 증명

네오르네상스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KIOSK)를 통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수령

하는 발급방식

① 발급절차

키오스크에서 로그인(로그인 방식 선택) → 학적신상 정보 확인 → 증명서 종류 및 매수 선택 → 

출력방식선택 → 결제 → 출력

② 비용

구분
발급수수료

기타 소요시간
국문 영문

재/휴학생 500원 1,000원 발급종류, 
통수에 따라 
수수료 증가

즉시졸업/재적생
(시간제 포함)

1,000원 1,000원

라. 민원우편신청

우편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① 발급절차

우체국 방문 → 민원우편 신청서 작성 및 결제 → 우체국에서 발급기관으로 발송 → 발급기관에서 

대상학생에게 회송 

② 비용

구분
발급수수료

기타 소요시간
국문 영문

재/휴학생 500원 1,000원 발급종류, 
통수에 따라 
수수료 증가

일주일이내

(주말제외)졸업/재적생
(시간제 포함)

1,000원 1,000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여 장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격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의 자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우며 타에 모범인 학생 

지급기준

ㆍ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상위장학으로(이중수혜금지) 지급됨

ㆍ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ㆍ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ㆍ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됨

지급기한

장학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학기단위로 하며 장학내규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지급제한

ㆍ학칙.학생생활규정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ㆍ휴학자

ㆍ성적경고자(직전학기 1.5미만 취득자)

ㆍ9학기 이상 등록자(성적우수장학)

장학금 
지급제도

장학제도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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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장장학

1)  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입학ㆍ학생처장이 추천한 자(별도의 신

청절차는 없으며, 입학ㆍ학생처장 추천 및 장학위원회 심의)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1.5이상) 및 지급기한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나. 입시장학

1)  지급대상

 입학년도 입시요강에 의거하여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0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 성적우수자 : 학과수석장학, 외국어최우수장학, 외국어우수장학

 - 특기자 : 우수인재/문화예술특기자장학, 음악인재장학

 - 여성학업장려: 여성가장장학, 전업주부장학

 - 근로자우대 : 직장인장학, 농어민장학, 군경소방가족장학, 후마니타스장학

 - 추천자 : 교사추천장학, 교수추천장학

 - 인재육성 : 다문화장학, 재교육장려장학

3)  지급구분

 입시장학 종류에 따라 전액, 수업료의 20~50%, 15학점 수업료의 30% 및 20% 등

교내장학금 다. 성적우수장학

1)  지급대상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3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성적A(학과 학년별 수석), 

 성적B(성적상위3%), 성적C(성적상위 8%)인 자

2)  지급방법

 ㆍ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3이상) 및 선발기준 심의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 성적우수A : 장학금 120만원

 - 성적우수B : 장학금 60만원

 - 성적우수C : 장학금 30만원

라. 모범장학

1)  지급대상

  직전학기 성적이 2.3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인 자로서 소속학과 학과장이 추천

한 자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3이상) 및 선발기준 심의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최소 10만원 ~ 최대 30만원

마. 특기장학

1)  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공분야 및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

한 자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1.5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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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훈장학

1) 지급대상

 해당 관할 기관 규정에 따름

 -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및 그 직계 (손)자녀(보훈(손)자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된 후 5년 이내인 자(북한이탈주민 

본인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금 제외,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2) 지급방법

 - 보훈 (손)자녀 : 입학금 1회, 수업료 8학기까지 정규학기 내 지급 (초과학기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입학금 1회, 수업료 8학기까지 정규학기 내 지급(초과학기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1회, 수업료 8학기까지 정규학기 내 지급(초과학기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확인 후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3) 지급구분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학교 100%)

 - 보훈대상자 (손)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학교 50%, 국고 50%)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입학금 및 수업료 50%(본인부담 50%, 국고 50%)

 -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학교 50%, 국고50%)

사. 경희가족장학

1) 지급대상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직중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만, 교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년 이상)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3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 본교, 경희학원, 경희대-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 의료원, 병설교 - 78만원

 -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입학금제외)전액

아. 경희복지장학

1) 지급대상

 가족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등록한 경우(가족범위는 2촌 이내)

2) 지급시기

 학기말

3)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3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장학금 환불처리

4) 지급구분

 2인 모두 학기당 수업료 36만원 감면

자. 경희동문장학

1) 지급대상

 본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희(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경희대학교 및 경희호텔, 간호전문대학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위 학교 출신 본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0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 본인: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30만원 감면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2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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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 장학

1) 지급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3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 1~4급 : 60만원

 - 5~6급 : 30만원

카. 특별장학

1) 지급대상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

2) 지급방법

 직전학기 성적(장학세목별로 평균평점 1.5이상 또는 2.3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장학금 환불처리

3) 지급구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타. 우정장학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

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2) 지급방법

 -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3이상, 입학학기 제외)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3) 지급구분

 - 기초생활수급권자 : 80만원

 - 차상위계층자 : 60만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30만원

 -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정환경 곤란자 : 별도 책정

파.  군위탁 장학, 산학협력장학, 국제교류장학,  관학협력장학, 대학교류장학, 인재육성장학 등은 협

약 내용에 따름

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한국장학재단)

1)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대학생으로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이며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신ㆍ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2) 지급방법 :  국가장학 우선 신청 이후 수혜금액만큼 수업료 납부 시 감면 (수업료 납부 시 우선감면 

적용 받지 못한 경우 후 지급)

3) 지급구분 : 전액 또는 일부(재단 시행계획에 따름)

나. 기타장학

1) 지급대상

 본솔김종한장학, 서울희망장학, KT창의혁신리더장학 등 장학재단 및 기업에서의 장학 사업이

나 개인 기부자에 의해 선정된 자

2) 지급방법

 해당학기 중 정산하여 후지급

3) 지급구분

 사업 또는 개인 기부자가 정한 금액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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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http://www.

kos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서류 제출)

2)  대출 심사 후 승인 : 한국장학재단

3)  대출 실행(※대출 승인 후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함. 금융권 공인인증서 필요)

1)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2)   일반상환학자금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신청 가

능.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3)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 대출 종류별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한국장학재단 대출 심사 진행 후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대출지급 실행

   (단, 지정된 기간 내에 대출 지급 실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2018-2학기 기준 : 2.20%) 

2) 일반 상환 학자금 :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2018-2학기 기준 : 2.20%) 

3) 농어촌학자금 : 무이자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입학ㆍ학생처(02-3299-8758)

※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자금
대출 종류

대출심사 
및 대출지급 
실행

대출금리

문 의

학자금대출

CHAPTER 03_생활안내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취·창업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경력계획을 수립하도록 취업공지, 

취업, 경력개발정보, 학과(부) 자격정보, 학과(부) 채용정보, 취업특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취업지원 안내

CHAPTER 03_생활안내

<취·창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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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으로서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만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입영연기대상 제외자

- 퇴학, 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허가자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  신편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을 제출한다. 단, 병무청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

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이 연기된다.

1) 재학생 입영원 제출

 - 대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원 제출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지방병무청

 -  입영(연기,취소)관련 :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

(연기)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단, 재학생입영신청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

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본인선택에 따른 책임부여)

 - 지원서 및 안내서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2)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 병무민원(병무청) : www.mma.go.kr

 - 병무민원 자동안내서비스 : 1588-9090(국방국방) 전국공통

 - 전국공통 국방부 : www.mnd.go.kr

 - 육군 : www.army.mil.kr

 - 해군 : www.navy.mil.kr

 - 해병대 : www.rokmc.mil.kr

 - 공군 : www.airforce.mil.kr

병무 안내

CHAPTER 03_생활안내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민방위 
안내

재학생은 재학기간동안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단서

*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1) 민방위편성제외 신청대상

 - 군전역 후 예비군훈련(8년)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남학생)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 국민역)으로 판정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2) 민방위편성 제외대상 신고기간

 - 해당학기 별도 공지기간 참조

     단,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이미 교부받았을 경우, 재학증명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면제 가능(재학생만가능). 또한,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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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경희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한다.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이용 가능)

학생증 발급 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출입가능

(신분증 및 재학증명서로는 출입 불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URL : library.khu.ac.kr

나.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 중앙도서관 SNS Login 이용

      - 신규 이용자 SNS 계정 등록 클릭

      - 학번/성명/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의 SNS 계정(네이버, 구글, 카카오)과 연결

      ※ 도서관 이용증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은 학번과 생년월일로 가능

가. 검색한 도서를 찾은 후 학생증을 반드시 본인이 지참하여 대출데스크로 방문합니다.

나. 대출화면 모니터에서 대출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과정과 반납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가 모두 대출중이면,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대출한 자료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자료 연장을 합니다. 자료의 연장은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연체중인 자료 또는 미납연체료가 있는 경우 대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마. 도서에 딸린 별책부록이나 CD등도 대출데스크에서 요청하면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

CHAPTER 03_생활안내

도서관 
출입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대출

가.   대출한 도서를 연체한 경우 1책 당 1일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 최고 20,000원까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나.   연체 도서 및 연체료가 있는 경우, 도서 대출, 열람실 좌석 발권, 전자정보실 PC 이용등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중앙자료실로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분실신고 

후 동일한 도서를 구입해서 반납합니다. 반납 기한 내 반납하지 못하면 연체도서로 간주되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나.   품절/절판으로 인한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치도서로 변상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및 
연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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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경희가족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교 재학생 및 동문(직계가족 

포함)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  본인 및 동문 (가족 포함)

※ 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 포함

가. 본인부담금 10% 감면 (약품,진료재료,일부품목 제외)

 ※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 감면 혜택 제공 (상해환자, 교통환자, 등 감면제외)

 ※  약품, 진료재료, 일부 항목 제외

 ※ 비급여 추가감면 항목 (경희의료원만 해당)

     

      - 치과병원(일반수가 항목 포함)

         · 양악수술입원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보철시술료, 구취측정료 10%

         · 치아교정시술행위료 20%

      - 한방병원: 한약, 침 15% (일부항목 제외)

경희의료원 이용 안내

CHAPTER 03_생활안내

우대 대상

우대 혜택

등록 안내

문의

나. 종합건강검진 감면

구분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감면율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20%감면 기본검진 30%, 정밀검진 10%감면

문의처 동서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전화 02-958-8711~3 02-440-6000

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함-상조가입시 제외)   

1) 경 희 의 료 원  40%                       ☎ 문의 : 02-958-9721

2) 강동경희대병원  20~30%            ☎ 문의 : 02-440-8800

※ 장례식장은 적용대상 및 할인혜택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바랍니다.

ㆍ  구비서류 : (본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학생증/동문카드 택1, (가족)위의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ㆍ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 700번 창구 (문의: 교류협력팀 02-958-2997)

ㆍ	등록	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진료비	소급	감면	불가함	

경희의료원 진료 협력센터 교류협력팀 02-958-2997, www.kh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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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등록

제3장 
수업년한, 
학년도, 학기, 
수업일

제18조 (표창)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3.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 (징계)

학생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2007.5.17 개정)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20조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포상과 징계 (학생생활규정)

CHAPTER 03_생활안내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학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3.2, 2014.2.13 개정)

제 2조 (등록과 학생자격)

본 대학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얻는다.

제 3조 (등록절차)

①   등록은 본 대학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조 (수업년한)

① 각 학과(부)의 수업년한은 4년 이상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6학기, 7학기 동안 졸업요건에 부합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2016.3.1 개정)

제 5조 (학년,학기)

매 학년의 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매 학년은 2개 학기로 한다. 다만, 2주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 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정 및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

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는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011.3.2., 20163. .1 개정)

학사운영규정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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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과목당 개설학점)

과목당 개설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에 한하여 2학점 이하의 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2006.1.16 개정)

제 8조 (결석계)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이상 결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

한 결석계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  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2016.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재입학)

①   재입학이란 본교 학사 제적자로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재적하였던 학과(학부,전공)에 

한하여 동일학년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② 재입학은 학기 초 4주(28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제 10조 (재입학의 자격 및 신청절차)

①   자퇴 또는 제적(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는 위 

제9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본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자가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 제대 후 규정

된 복학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후 1년 이내(군입대 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에는 

기 납부된 등록금은 재입학금으로 인정된다.(2006.12.15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의 액수는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③   재입학 서류는 소정의 원서와 학칙 제16조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에서 정한 서류로 한다.

 (2007.5.17 개정)

제 11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② 편입학은 편입정원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재입학, 편입학

제5장
전과

제 12조 (편입학의 절차 및 자격)

①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에서 정한 편입학원서와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본 대학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각기 당해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 13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의 기준은 학

과(부)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6.3.1. 개정)

②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최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10.2.27 개정)

학년 학점인정기준

2학년 편입학 2학기 수료자 : 35학점까지 인정

3학년 편입학 4학기 수료자 : 70학점까지 인정

③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을 학과(부)별 전적대학 학점심사에 의거 교양, 전공 또는 일반선

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2016.3.1. 개정)

제 14조 (전과)

①  전과라 함은 본 대학을 입학할 당시 대학의 학과(학부)에서 다른 학과(학부)로 변경함을 말한다. 

(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② 전과는 무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

제 15조 (전과 지원자의 자격 및 허용범위)

① 전과는 직전 학기까지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②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출학과(부)장의 결재를 득한 전과원서를 전입할 

학과(부)에 제출하여 전입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③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기간을 포함하며, 소속이 변경된 학과(학부,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④   전입학과(학부, 전공) 및 전출학과(학부, 전공)에 공통으로 개설된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전출학과

(학부,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을 전입학과(학부, 전공)의 전공으로 인정한다. 

 (2007.5.17, 2014.2.13, 2015.7.15, 2016.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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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서류제출)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출학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제 17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를 포함)하는 경우

제 18조 (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휴학원과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② 등록금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하다.

제 19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의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병가휴학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3.2 개정)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③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질병, 5주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6.12.15 개정) (2007.5.17 개정)

④   휴학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없으며 복학 시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다만, 

개강 후 중간고사 시행일 이후(시행일 포함)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하여야 

하며, 병가휴학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2006.12.15 개정)

제 20조 (군입대 휴학)

① 의무복무휴학의 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 및 군입대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제6장
휴,복학

③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

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 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된다.

제 21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매 학기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였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을 인

정한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2006.12.15 개정)

제 22조 (복학 및 그 절차)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 사유가 소멸하

여 조기 복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2013.1.28 개정)

② 군복무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소속 학과(부)에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④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

로 대체한다 .

제 23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질병, 군입대휴학 등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그 등록

금을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2015.7.15 개정)

②   일반휴학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반환 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12.15, 2007.5.17 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일 반환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3학년 편입학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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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성적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을 산정한다.(2006.12.15 신설)

제 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삭 제> (2014.2.13)

4. <삭 제> (2015.7.15)

5. 소관부서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제 26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본원칙)

①  교육과정은 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여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2009.6.15 개정)

② 전공과목은 다양한 전공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2009.6.15 개정)

③   교양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와 영역별 균형있는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

선택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2009.6.15 개정)

④   과목별 개설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과목에 한하여 2학점 이하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2009.6.15개정)

제 27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절차)

①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부)  전공별로 교육과정안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년도 교육과정에 적용  운영한다.(2009.6.15, 2016.3.1 개정)

②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학부에서 교육과정안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년도 교육과정에 적용ㆍ운영한다.(2009.6.15, 2012.7.16 개정)

제 28조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제적

제8장
교육과정

제 29조 (교과의 이수 단위 및 방법)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주 1시간 이상 1학기(15주)당 강의콘텐츠와 수업운영활동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강의(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교과의 이수방법은 일정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필수과목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정의 절차를 통과한자에게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009.6.15, 2014.2.13 개정)

제 30조 <삭제> (2009. 6. 15)

제 31조 <삭제> (2009. 6. 15)

제 32조 (전공과정)

①    전공의 이수에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과정 및 각 과정별 부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이수방법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6.15 개정)

 1.  단일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

하는 것을 말한다.

 2.  복수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시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고, 타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 복수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타 전공을 부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모든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산입된다. 다만,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이 공통 

전공과목 또는 유사과 목인 경우 전공과목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 동일과목은 중복인정을 불허한다.

⑤ 전공의 이수방법별 이수요건은 [별표1]에 의한다.(2009.6.15, 2016.12.9 개정)

제 33조 (교양과정)

①   교양 필수과목은 교양교육과정의 핵심과 수학에 필수적인 기초 능력을 연마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2009.6.15, 2012.7.16, 2015.7.15 개정)

②   교양 선택과목은 학문간 창조적 융합을 도모하는 배분이수교과와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자유이수교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2009.6.15, 2012.7.16, 2015.7.15 개정)

③  교양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의 이수요건은 [별표2]에 의한다.(2009.6.15 개정)

④  교양 필수과목과 교양 선택과목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2012.7.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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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대학의 방침에 의해 수작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과(부)장은 학생의 교과과목 

이수, 수강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적절한 지도를 한다.(2006.12.15, 2016.3.1 개정)

제 35조 (수강허용 원칙)

①   매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최소 신청 기준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다만, 

졸업직전학기인 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만을 신청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②   매 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이며 1년 통산하여 4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과(부)장의 승인을 득한 12학점 미만 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9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의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2006.12.15, 2016.3.1 개정)

④  하계계절학기 과목취득학점은 1학기에, 동계계절학기 과목취득학점은 2학기에 포함된다.

⑤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수강을 허

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 36조 (수강신청의 효과)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낙제가 된다.

제 37조 (교과목의 재수강)

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에 의한 낮은 성적은 삭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성적을 인정한다.

③  재수강 입력하지 않은 과목은 중복수강으로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8조 (수강과목 정정 불허)

수강과목은 수강신청정정 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제9장
수강신청

-2006. 12. 15 신설

제 39조 (수업방법)

①   수업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8.7.28 개정)

② 질의응답 및 토론 등 강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8.7.28 개정)

제 40조 (강의계획)

①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학기가 개시되기 전 소정 기간 내에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의계획서에는 과목정보, 평가기준 및 방법, 교재, 주차별 강의 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기 개시 후 강의계획서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3.2 신설)

④  강의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 41조 (출석)

①   학생이 자신의 ID로 본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강의실에서 해당차시의 강의콘텐츠를 수강하

여야 출석이 인정된다.

②  오프라인 출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습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출석이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3.1.28 개정)

[ 제1절 시험과 성적 ]

제 42조 (평가기준)

①   각 과목의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하되, 시험, 리포트, 출석 등의 성적평가기준으로 평가

한다.(2006.12.15 신설)

②   출석인정기간에 수강하여 출석이 인정된 강의콘텐츠 차시가 전체 강의콘텐츠 차시의 4분의 3 미

만일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성적을 낙제(F)처리 한다.(2006.12.15 신설)

③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6.12.15 신설)

제10장
수업

제11장
시험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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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 (평가방법)

모든 강좌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2006.12.15 개정)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2. 실험, 실습, 실기 강좌

제 44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6.12.15 개정)

제 45조 (성적의 취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2. 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3. 동일교과목 이중 수강 시 취득한 성적

4. 학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가 허가된 교과목 성적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6조 (학점취소에 대한 신청 및 절차)

①  학생의 자율적인 학점관리를 위하여 학점취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학점취소에 대한 청구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실시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에 제출한다. 

(2016.3.1 개정)

③  취소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제2절 성적의 열람 ]

제 47조 (이수성적의 확인)

매학기의 이수성적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2006.12.15 개정)

제 48조 (성적확인 및 학점취소신청)

① 성적을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성적 확인 기간 내에 담당 교수에게 문의할 수 있다.

②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정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기일이 경과하면 이를 

정정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제2항 단서에 의한 성적정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④   학점취소시에는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며 취소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된다.

⑤ 취소한 학점은 복구할 수 없다.

제 49조 (성적열람)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 제3절 성적경고 ]

제 50조 (대상)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 중 해당 

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2015.7.15 개정)

제 51조 (시기)

성적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 52조 (조치)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하고 본인 및 학부형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08.7.28, 2015.7.15 개정)

제 53조 (신청시기 및 자격)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입학 및 편입학기를 제외한 졸업예정학기까지의 

소정기간에 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에 제출한다.(2006.12.15, 2015.7.15, 2016.3.1 개정)

②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준은 신청시 누적 평점평균 B(2.7)이상이여야 한다. 

(2006.12.15 개정)

제 54조 (이수학점)

①   복수전공 이수는 주전공과목에서 54학점 이상, 제2전공과목에서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6.12. 15 개정)

②  부전공 이수는 주전공과목에서 54학점 이상, 부전공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6.12.15 개정)

제 55조 (자격취득심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취득에 관한 심사는 해당 학과장, 전공주임교수가 하며 심사결과를 교무

처에 통보한다. (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제1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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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조 (학위수여)

제54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학위를 수여한다.(2007.5.17 개정)

제 57조 (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6.15 개정)

②  졸업 희망자는 졸업 직전학기에 소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09.6.15 개정)

③   140학점이상을 취득하고도 복수ㆍ부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는 졸업유예신청

서를 제출하여 한 학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58조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이라 함은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②   전체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0(3.0) 이상인 자에 한해 조기졸업을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70조

(징계)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2006.12.15. 신설, 2015.7.15. 개정)

제 59조 (졸업우수 ㆍ 우등생)

졸업자격 기준에 달한 자로서 4년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표창한다. 다만, 열람용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6.12.15, 2016. 3.1 개정)

1. 총장상 : 대학 최고 득점자 중 학과(부) 윤번제에 의해 선발된 자

2. 최우등상 : 학과(부)에서 최고 성적을 취득한 자

3. 우등상 : 학과(부)에서 상위권 성적을 취득한 자

제 60조 (수료학점)

① 본 대학의 수료학점(누적학점)은 다음과 같다.(2007.5.17 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일 최소 취득 학점 반환액

제1학년 35학점 48학점

제2학년 70학점 96학점

제3학년 105학점
144학점

(140학점 이상 조기졸업)

제4학년 140학점 -

② 제1항에 해당자 중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장
졸업

제 61조 (장학금 수혜 제한)

①  전과를 한 학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는다.

②  입학 당시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2조 (제증명 발급)

①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국문ㆍ영문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ㆍ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기타증명서

②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3조 (질 관리방법)

교육의 질 관리는 사이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표준화된 강의안이나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차적인 교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질을 관리한다.

제 64조 (출석점검)

학생출석 점검방법은 기본적으로 수강메뉴 로그인 상태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하고, 수업 

진도를 체크하고 과제물 제출 시점, 게시물과 토론참여 날짜 및 시간으로 보완적인 체크를 한다.

제 65조 (평가)

인터넷 기반의 평가, 과제제출, 토론 등 기본적으로 온라인 테스트를 이용하되 필요시 강의실에 출석 

시험 및 리포트 제출을 병행한다.

제 66조 (질 관리위원회 운영)

①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내에 콘텐츠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과정기획, 개발, 

학습 운영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콘텐츠 품질관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2013.1.28 개정)

②  콘텐츠질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3.1.28 신설)

제14장
장학금

제15장
제증명 발급

제16장 
교육의 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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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강의 콘텐츠 사용 주기)

①   제작된 강의 콘텐츠는 3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콘텐츠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2013.1.28 신설)

② 강의 콘텐츠 사용 주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2013.1.28 신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시행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는 교양필수과목의 이수요건을 면제한다.

②   2001학번 편입생은 교양영역의 구분없이 총 교양학점을 2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2001학번을 

제외한 편입생은 총 교양 이수 학점 30학점이상, 그 중 교양필수 9학점과 나머지는 영역 구분 없이 

21학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양필수과목에는 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

보사회와 윤리의 3과목이 있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과목은 자연과학

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으로 인정한다.

③   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관련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양선택은 각 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3과목 9학점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⑤ 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분 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영어분야

TOEIC 600점 이상

TOEFL 500점 이상(CBT175점)

TEPS 500점 이상

○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

산

분

야

산업인력관리공단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B등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자격인증시험(IPCT)

한국MCP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엔지니어),

MCSE+Internet(웹사이트관리및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 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Building(사이트개발자), 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평가1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이상

전

산

분

야

한국생산성본부 ITQ B등급이상,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인터넷전문가자격증, 웹페이지전문가2급이상,

웹마스터전문가2급이상, 정보검색사1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 2급이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CP2급이상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

-CORE(일반)에서 아래의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야 함.

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

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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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보사회와 윤리,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 4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한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

과목은 자연과학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은 일반영역으로 

인정한다.

③   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관련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양선택은 각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4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분 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단일전공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CBT 177점 이상

TEPS 501점 이상

○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

산

분

야

산업인력관리공단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자격인증시험(IPCT)

한국MCP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 엔지니어)

MCSE+Internet(웹 사이트관리 및 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 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 Building(사이트개발자), 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전

산

분

야

한국생산성본부 ITQ A등급,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인터넷전문가자격증, 웹페이지전문가1급,

웹마스터전문가1급, 정보검색사1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1급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CP1급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

-CORE(일반)에서 아래의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야 함.

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

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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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보사회와 윤리, 21

세기 문화세계창조론 4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한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과목은 자연과학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은 일반영역

으로 인정한다.

③   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관련과목 이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양선택은 각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4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재입학의 자격 및 신청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10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19조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42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신청시기 및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53조는 2007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제6조 (조기졸업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58조는 2007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분 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단일전공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CBT 177점 이상

TEPS 501점 이상

○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

산

분

야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정보관리사1급

리눅스마스터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인증시험(IPCT) 1급

한국MCP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엔지니어),

MCSE+Internet(웹사이트관리및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 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Building(사이트개발자), 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한국생산성본부 ITQ A등급,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 1급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PC1급

전

산

분

야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

-CORE(일반)에서 아래의 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 여야 함.

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

(주)삼성SDS E_TEST(E-Professional) 2급이상

(사)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감리사

(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정보보호전문가(SIS)2급이상

한국정보통신대학원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TA)고급

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 정보보호전문가 국제공인자격증

1)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주관

2)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

     ISC2(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주관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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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33조, 제55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교양필수과목 이수요건 면제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양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제33조 및 [별표1] 내지 [별표3]은 2012학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전에 실시된 학사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과정 이수요건 (2012.7.16., 2015.7.15. 2016.12.9. 개정)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15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9학점
1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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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교양과정 이수요건 (2012.7.16., 2015.7.15. 개정)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15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9학점
1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별표3] <삭 제> (2014.2.13)

2015학번 
이전

2015학번 
이후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증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2007.5.17, 2011.3.2, 2014.2.13 개정)

제 3조 (교부)

학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 4조 (제시)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ㆍ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을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 5조 (대여 등의 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치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제 6조 (반납)

학생증은 졸업, 제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7조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입학ㆍ학생처에 비치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2007.5.17 개정)

학생생활규정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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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학생자치활동의 원칙)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각종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단체(이하 "

단체"라 한다)의 결성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단체에의 가입여부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④  학생자치활동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둔다.

⑤   학생자치활동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창학이념의 구현에 그 활동의 내용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조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은 학생들 스스로 정하되 법령과 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단체의 승인)

본교내의 단체설립은 입학ㆍ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5.17 개정)

제 11조 (행사 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①   학생 활동의 집행 및 사업 행사계획은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주

일 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입학ㆍ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② 제1항의 행사는 사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입학ㆍ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5.17 개정)

제 12조 (임원의 자격)

학생회 및 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선출일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

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자.

2.  전체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13조 (학생회비의 지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되 그 예산서 및 청구서를 학과(부)장을 경유

하여 입학ㆍ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제 14조 (집회 승인)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를 갖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ㆍ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5.17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집회 승인신청은 소정 양식의 허가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

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 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1. 교내 집회 : 7 일 전

2. 교외 집회 : 10 일 전

3. 타대학과의 공동 집회 : 1 개월 전

제 15조 (홍보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

①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에서 홍보물(현수막 포함)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입학ㆍ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 학부, 전공 단위의 행사로서 소속 학과(학

부, 전공)의 온라인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

부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②  홍보물은 입학ㆍ학생처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2007.5.17 개정)

제 16조 (홍보물의 게시 기간 등)

홍보물의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익월 오전 9시까지로 하며 홍보물을 게시한 자는 

게시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 17조 (홍보물 등의 게시 배포 승인 절차)

①   홍보물 등을 제작ㆍ게시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물 원고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

아 허가원을 입학ㆍ학생처에 제출한다.(2007.5.17 개정)

②   입학ㆍ학생처장은 제1항의 허가원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한다. 

(2007.5.17 개정)

③   허가서를 발부 받은 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입학ㆍ학생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 또는 배포한다. 

(2007.5.17개 정)

제4장
집회,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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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표창)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3.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19조 (징계)

학생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2007.5.17 개정)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 20조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조 시행일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준칙시행세칙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학생준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희사이버대학겨 본인 소속학과 외의 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표창 및 징계

[ 부 칙 ]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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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화번호

CHAPTER 03_생활안내

[pc 수강]

강의자료가 잘 안보여요.(글자 깨짐현상, 출력안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점검 제어판(기존의 ‘Acrobat Reader’ 프로그램 제거) Acrobat ReaderDC 다운 후 다시 실행

해보세요.

학교 문자/우편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나의교실 -> 왼쪽 상단 개인정보변경 에서 직접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사진, E-Mail, 연락처, 주소 등) 수정 또는 삭제로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등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허용되지 않는 정책의 인증서라고 나타납니다.

은행 거래용 인증서(무료)의 경우 학교 로그인이 불가능하며 유효한 범용 공인인증서(유료 4400

원/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의 경우 거래은행 또는 한국정보인증등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법’ 제23조 4항, 벌칙조항 제32조 3호에 의거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화면이 하얗고 테두리만 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등으로 인해 호환성 보기 설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익스플로러 화면창에서 

ALT키+T (도구탭)-호환성 보기설정- khcu.ac.kr 추가

PC수강 권장사양

운영체제 : WINDOWS 7 이상, WINDOWS OS 외 지원 불가

브라우져 : IE(Internet Explorer) 11

CPU : 2.0GHz 급 이상 / RAM : 4GB 이상 / HDD : 50GB 이상 네/ 트워크 대역폭 8Mbps 이상

※ 내 PC사양 체크 - 바탕화면 – 컴퓨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속성(R) 참조

※ 내 PC 인터넷 속도 측정 - 한국정보화진흥원(http://speed.nia.or.kr)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 가능

자주하는 질문

CHAPTER 03_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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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계 열 스쿨(학부) · 분야 학과(전공) 전화번호

미래과학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보건·한방분야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문화창조

인문·사회분야

후마니타스학과 02-3299-8623

NGO사회혁신학과 02-3299-8626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예술·체육분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실용음악학과 02-3299-8643

국제·언어·문화분야

일본학과 02-3299-8671

중국학과 02-3299-8676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한국어학과 02-3299-8648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02-3299-8673

문화예술경영전공 02-3299-8657

문화매개행정전공 02-3299-8674

글로벌
리더쉽

경영분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02-3299-8651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02-3299-8636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호텔·관광·외식분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02-3299-8656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학생상담센터		

02)3299-8700         

입학상담		

02)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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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수강]

모든 핸드폰에서 모바일 수강 이용이 가능하나요?

1) iOS 계열 : iOS 8.0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모두(아이패드 포함)

2) Android계열 : Gingerbread(2.3) 이상 (스마트 패드 포함)

※ 구형 단말기는 성능이 부족하여 수강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수강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아이폰일 경우>

사파리 실행 주소 창에 http://smart.khcu.ac.kr 입력  ‘IOS’ 클릭 후 설치→ 설치 후 설정 > 일반 > 기기

관리(또는 프로파일) > 기업용app의 Kyunghee Cyber University 로 이동하여 ‘Kyunghee Cyber 

University’을(를) 신뢰함 클릭

<안드로이드일 경우>

인터넷(웹 브라우저) 실행  주소 창에 http://smart.khcu.ac.kr 입력  ‘안드로이드’ 클릭 후 다운로드 

받은 설치파일을 실행 → 설정 >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한번만 설치허용 또는 확인 후 설치 허

용 클릭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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