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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Aristoteles-

융합인재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연간 700여 과목의 

자율 선택형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지금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세요!

1.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 안내

05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이란?	 05	 개설과정	 07	 모집안내

05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	교육대상	 06	 모집일정

2.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09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10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	 10	 실무	한국어	인증	프로그램	

09	 미래	인재	인증	프로그램	

3. 국가 자격증 과정

13	 정보처리기사	및	 18	 소방설비기사	및	 26	 한국어교원	2급,	3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27	 문화예술교육사	2급

14	 정보보안기사	및		 19	 일반경비지도사	및	 28	 경영지도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기계경비지도사	 29	 공인회계사

15	 게임기획전문가·	 20	 보건교육사	2급,	3급	 30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게임그래픽전문가·	 21	 한식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한식)	 31	 주거복지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22	 청소년상담사	3급	 32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16	 제품디자인기사	및		 23	 사회복지사	2급	 	 호텔서비스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24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33	 관광통역안내사	

17	 시각디자인기사	및	 25	 건강운동관리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4. 민간 자격증 과정

35	 내러티브상담사	2급	 35	 독서논술지도사	1급	 36	 커피이론과정	수료증

35	 노인레크리에이션	2급	 36	 CS	Leaders	관리사

5. 시험 대비 과정

38	 JLPT	/	JPT	 39	 TOEIC	/	TOEIC	Speaking	 39	 TOPIK

38	 新HSK	

6. 학과·전공 시간제 과정

41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3	 상담심리학과	 46	 한국어학과

41	 AI사이버보안전공	 44	 사회복지전공	 46	 미디어영상홍보전공

41	 ICT융합콘텐츠전공	 44	 노인복지전공	 46	 문화예술경영전공

41	 산업디자인전공	 44	 아동·보육전공	 47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42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44	 미디어문예창작학과	 47	 글로벌경영학과

42	 재난방재과학전공	 44	 스포츠경영학과	 47	 세무회계학과

42	 공공안전관리전공	 45	 실용음악학과	 47	 금융경제전공

42	 보건의료관리학과	 45	 일본학과	 47	 도시계획부동산전공

43	 한방건강관리학과	 45	 중국학과	 48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43	 후마니타스학과	 45	 미국문화영어학과	 48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43	 NGO사회혁신학과	 46	 한국어문화학과	 48	 외식조리경영학과

7. 교양 시간제 과정

50	 역사,	문화,	소통	영역	 50	 자연,	우주,	물질,	기술	영역	 50	 의미,	상징,	공감	영역

50	 언어	영역	 50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영역	 50	 생명,	몸,	공생체계	영역

50	 논리,	분석,	수량세계	영역	 50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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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이란?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은 필요한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은	원하는	교육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이며,	모든	과목은	온라인

으로	진행됩니다.	

•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실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희사이버

대학교	편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경우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www.cb.or.kr,	전화:	1600-0400)’을	참고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나노디그리(Nano-Degree)란	미국의	온라인	공개강좌(MOOC)	기업인	유다시티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짧은	기간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말함.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인정서를	받아	취업이나	교육훈련	이력으로	활용	가능함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 교육 대상

경희 자율선택과정(시간제)은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직무	역량	강화,	관련	분야	능력	함양	등	평생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 자기계발,	평생교육	등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 선취업	후	새롭게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

• 학위	취득을	위해	학점	인정이	필요한	분들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자

개설과정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외	3개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과정

정보처리(산업)기사	외	20개	과정

민간자격증 과정

내러티브상담사	2급	외	4개	과정

시험 대비 과정

J(L)PT	외	3개	과정

학과·전공 시간제 과정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외	
32개	학과·전공

교양 시간제 과정

서양미술사	외	61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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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자

• 모집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1차 2차

2019. 06. 01(토) ~ 07. 12(금) 2019. 07. 23(화) ~ 08. 16(금) 

합격자 발표

1차 2차

2019. 07. 18(목) 10:00 2019. 08. 22(목) 10:00

기본등록금 납부(1과목	비용만	납부)

1차 2차

2019. 07. 18(목) ~ 07. 22(월) 2019. 08. 22(목) ~ 08. 26(월)

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추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비용	납부)

1차 2차

수강신청 

 : 2019. 07. 30(화) ~ 08. 09(금)

추가등록금 납부

 : 2019. 07. 30(화) ~ 08. 14(수)

수강신청, 추가등록금 납부

 : 2019. 08. 27(화) ~ 08.28(수)

*인터넷	원서접수	:	www.khcu.ac.kr/ipsi

모집안내

• 제출서류

고교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

①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	고등학교졸업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1하여	1부

-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

• 전형방법 :	최종	졸업학교	성적	100%

			*학기	구분	없이	최고학년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	(학점은행제는	최종학기	성적	중	최고성적	1과목,	검정고시는	최고성적	1과목	반영)

• 강의운영	:	2019-1학기	:	3월	4일	~	6월	23일(16주)	/	2019-2학기	:	9월	2일	~	12월	22일(16주)	

• 강의구성	:	온라인	강의(매주	75분	분량	15차시)	

• 수  강  료	:	학점당	8만원	/	전형료	면제

				*과목당	3학점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4과목),	연간	24학점(8과목)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류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원본제출만	가능.	단,	해외발급증명서의	경우	원본	반환	요구	시	대조	후	사본	보관

• 제  출  처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팀	(우:02447)

• 문  의  처	: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팀	02-959-0000	/	www.khcu.ac.kr/i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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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2

• 과정안내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관련	교육과정

• 인증기관 :	경희사이버대학교	

• 인증기준 :	아래	개설과목	중	8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개설과목
관련학과·전공

필수 선택

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복지(2학기)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한국어교육개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아시아사회의이해

NGO사회혁신학과

사회복지전공

한국어문화학과

교양학부

※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인증서와는	별개로	본교	정규	학사학위	과정	입학	후,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정규 학사학위 과정 입학] →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획득] → [학위 취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15시간 오프라인 수강)] → [학위수여대학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미래 인재 인증 프로그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2

• 과정안내 :	창업	및	전직에	필요한	과목,	은퇴	설계	진로지도에	관련된	교육과정

• 인증기관 :	경희사이버대학교	

• 인증기준 :	아래	개설과목	중	3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개설과목 관련학과·전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창직

경력관리와취업전략

창업과경영관리이해

미래형인재를위한자기개발과리더십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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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나노디그리 Kyung Hee Nano-degree

����년 ��월 ��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CERTIFICATE OF
ACCOMPLISHMENT

ㅇㅇ학과 김 경 희
1999/09/09생

미래 인재 인증 프로그램 

싱글 이코노미 시대의 창직
창업과 경영관리 이해

미래형 인재를 위한 자기개발과 리더십

위와 같이 경희나노디그리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증함.

인증서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2

• 과정안내 :	군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인증기관 :	경희사이버대학교	

• 인증기준 :	아래	개설과목	중	3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	또한	본교	입학을	통한	학위	취득	시,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장기	전환	및	승진	심사	시	가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년	임용자부터	적용,	이전	임용자는	해당	없음)

개설과목
관련학과·전공

1학기 2학기

국가안보와정보

신세대장병의이해

전쟁과문명

국가와나

군사심리학

군경조직행동론

남북관계와국가협력

군리더십이론과실제

군경상담의실제

공공안전관리전공

상담심리학과

교양학부

경희나노디그리 인증 절차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예시             

실무 한국어 인증 프로그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2

• 과정안내 :	실무	한국어	능력	배양	교육과정

• 인증기관 :	경희사이버대학교	

• 인증기준 :	아래	개설과목	중	3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개설과목
관련학과·전공

1학기 2학기

비즈니스한국어1
비즈니스한국어2

무역실무한국어
한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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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증 과정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13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14

게임기획전문가·게임그래픽전문가· 15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제품디자인기사 및 제품디자인산업기사 16

시각디자인기사 및 시각디자인산업기사 17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 18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19

보건교육사 2급, 3급 20

한식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한식) 21

청소년상담사 3급 22

사회복지사 2급 2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4

건강운동관리사 25

한국어교원 2급, 3급 26

문화예술교육사 2급 27

경영지도사 28

공인회계사 29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30

주거복지사 31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32

관광통역안내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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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문의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 자격증안내	: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정보처리기사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

																								2)	정보처리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전자계산기구조 - 컴퓨터아키텍처

운영체제 운영체제 -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통신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

정보처리산업기사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전자계산기구조 - 컴퓨터아키텍처

시스템분석설계 소프트웨어공학 -

운영체제 운영체제 -

정보통신개론 이진법의세계 -

• 활용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영화,	광고,	방송,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융합	관련	업체,	인터넷	ISP	및	응용소프트웨어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업체,	정보보안전문가,	IoT	관련업체,	프로그래머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데이터	

아키텍처전문가,	데이터분석전문가,	정보보안기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IT국제공인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국가자격증과	연관된	본교	개설과목은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신청	또는	시험에	응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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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문의 :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 자격증안내	: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응시자격 :	1)	정보보안기사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

																									2)	정보보안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AI사이버보안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정보처리기사

시스템보안 운영체제 -

네트워크보안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보안
-

어플리케이션보안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프로그래밍,

디지털포렌식

정보보안	일반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

정보보안관리및법규 - 정보보호법제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시스템보안 운영체제 -

네트워크보안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보안
-

어플리케이션보안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프로그래밍

정보보안일반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

• 활용분야 : 정보보호	전문	기관,	기업	및	금융	기관의	보안	관리자,	정보보호	관련	연구소,	정보보호	제품	평가	및	인증기

관,	IT	관련	업체에	취업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AI사이버보안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CISSP,	CISA,	CIA,	정보보호	제품	평

가자	자격증),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CCNA,	CCNP,	CCIE),	IT	관련	자격증(MCSA,	MCSE,	OCP)	취득에	도

움이	될	수	있음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그래픽전문가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문의 :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 자격증안내	:	1)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	시나리오,	게임	이벤트	연출,	게임	시스템	설계	등	게임	기획	실무를	담당하며	

게임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2)	게임그래픽전문가	:	게임	화면의	그래픽에	관한	드로잉,	원화작업	및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3)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게임	제작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를	토대로	게임	동작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ICT융합콘텐츠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게임기획전문가

게임제작개론 게임학 -

게임콘셉트디자인 가상현실콘텐츠의이해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

게임시스템디자인 - UI·UX디자인

게임레벨디자인 - -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제작개론 게임학 -

그래픽디자인론 디자인의이해,	색채학 -

게임그래픽디자인 3D그래픽
UI·UX디자인,

가상·증강현실제작

게임그래픽리소스제작
디지털소통과표현,	캐릭터디자인,	

모션그래픽디자인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영상편집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제작개론 게임학 -

프로그래밍일반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아두이노코딩

게임알고리즘
게임프로그래밍,

알고리즘및문제해결
-

게임프로그램제작 게임제작 -

• 활용분야 : 게임	제작	회사에서	게임	기획,	게임	PD,	게임그래픽전문가,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원화	작업자,	

영상	디자이너,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등	SW/앱	개발자,	차세대	가상산업	융합형	콘텐츠	개발자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ICT융합콘텐츠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코딩교육지도사,	소프트웨어교육지도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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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기사 및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문의 :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 자격증안내	: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각종	공업제품의		

의장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제품디자인기사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

																									2)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산업디자인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론

기초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프로세스,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UI·UX디자인,

재료및생산공정,

리빙프로덕트디자인

인간공학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인간공학디자인,	인간과디자인,	

지속가능한디자인

공업재료및모형제작론 제품디자인프로세스,	3D그래픽 재료및생산공정

색채학

색채학,	

디자인의이해,	

기초산업디자인

현대예술의이해,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환경공간디자인

제품관리
기초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프로세스
재료및생산공정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론

기초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프로세스,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UI·UX디자인,

재료및생산공정,

리빙프로덕트디자인

인간공학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인간공학디자인,	인간과디자인,

지속가능한디자인

공업재료및모형제작론 제품디자인프로세스,	3D그래픽 재료및생산공정

색채학

색채학,		

디자인의이해,	

기초산업디자인

현대예술의이해,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환경공간디자인

• 활용분야 : 제품	디자인,	환경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3D프린터	디자인,	UX/UI	디자인,	공공	디자인,	생활·환경(시설

물,	공간)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분야,	산업공학	관련회사,	지역	환경·공간	컨설턴트	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산업디자인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도시계획산업

기사,	조경산업기사,	포장기술사,	3D프린팅개발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시각디자인기사 및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문의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 자격증안내	: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종합적인	조형능력이	필요한	그래픽	

디자이너와	영상디자이너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시각디자인기사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

																									2)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론 디자인의이해 -

조형심리학 색채학 -

광고학 - 디자인마케팅

색채학 색채학 -

사진및인쇄제판론 편집디자인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색채학 색채학 -

인쇄및사진기법 편집디자인 -

시각디자인론 디자인의이해 -

시각디자인실무이론 디자인의이해 -

• 활용분야 : 방송국,	프로덕션,	영상편집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무대공연	디자이너,	미디어아트,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영

상광고	디자이너,	비디오	촬영기사,	뮤직비디오	제작자,	기업홍보물	제작자,	영화큐레이터,	모바일	앱개발	

및	디자인,	웹디자이너,	웹툰개발	및	디자인,	공연기획사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게임그

래픽전문가,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인쇄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CAD,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어도비(ACE,	ACS,	ACA,	GTQ,	ACI)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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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 문의 :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 자격증안내	: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

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

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소방설비기사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재난방재과학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소방원론 재난관리론 -

소방전기회로 - 전기공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

소방전기시설의구조및원리 소방시설의구조원리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소방원론 재난관리론 -

소방유체역학 소방유체역학 -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기계공학개론

소방기계시설의구조및원리 소방시설의구조원리 -

• 활용분야 :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건물관리	용역회

사,	소방기기	제조회사,	소방	시스템	개발회사,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소방방

재청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공기관에	취업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재난방재과학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

방안전교육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1·2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반경비지도사 및 기계경비지도사 문의 :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 자격증안내	:	1)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부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

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2)	기계경비지도사	: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	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경찰청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 관련학과	:	공공안전관리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 필수 공통

법학개론 공법개론 -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

2차

필수 공통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경비업법

선택

일반경비지도사

소방학 재난관리론 -

범죄학 범죄학 -

경호학 경호학 -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

• 활용분야 : 일반경비지도사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점의	가산점을	받으며,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

• 기       타 : 이	밖에도	공공안전관리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소

방설비기사(전기/기계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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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급, 3급 문의 :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 자격증안내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응시자격	:	전문학사	이상

• 취득방법	:	1)	보건교육사	2급	: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후	필기시험	합격	시

													 										2)	보건교육사	3급	:	관련	교과목(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필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보건의료관리학과

• 개설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보건학

보건의사소통

조사방법론

보건교육학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방법론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실습

산업보건

보건의료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노인보건

• 활용분야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산업기사,	기능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보건교육사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보건의료관리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한식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한식) 문의 :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 자격증안내	: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한식조리기능사	:	제한없음

													 											2)	조리산업기사(한식)	:	전문학사	이상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시	

• 관련학과	:	한방건강관리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한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및관련법규 - -

식품학 식품과영양 -

조리이론및급식관리 - 약선조리학

공중보건 - -

조리산업기사(한식)

식품위생및관련법규 - -

식품학 식품과영양 -

조리이론및급식관리 - 약선조리학

공중보건학 - -

• 활용분야 :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전문외식

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	가능(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함)

• 기       타 : 이	밖에도	한방건강관리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약선조리전문가,	식이컨설턴트,	한방테라피스트,	산림치유

지도사,	명상지도자,	스트레스관리전문가,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헬스케어	컨설팅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

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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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문의 :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 자격증안내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상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상담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	합격	후	자격수련	100시간	이수	시	

•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과

•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발달심리 -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기초 집단상담 -

심리측정및평가 심리검사와평가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학습이론 학습심리학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이해와상담

• 활용분야 : 학교청소년상담사,	전국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	청소년	대상	시설	등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상담심리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군상담심리사	3급,	내러티브

상담사,	인증코치(KAC),	드라마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 2급 문의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 자격증안내	: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

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응시자격	: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취득방법	:	본교	사회복지학부	개설	과목	중	관련	총	14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및	학사학위	취득	시	

※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 개설과목(실습과목 제외한 13과목 개설)   

본교 개설과목 (필수 9과목) 본교 개설과목 (선택 4과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법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교정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청소년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여성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사회복지발달사

정신건강론

• 활용분야 : 사회복지직	공무원	필수조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민간	사회복지기

관에	취업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사회복지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건강가정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

지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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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문의 :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 자격증안내	: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자

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응시자격	:	전문학사	이상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필기시험	및	실기·구술시험	후	연수과정	이수	시	

• 관련학과	:	스포츠경영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

운동생리학 -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건강체력평가 -

운동처방론 -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

병태생리학 병태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상해 -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운동부하검사

• 활용분야 :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

처방	분야	업무	종사자로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관련	자격증	취

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문의 :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 자격증안내	: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응시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본교	사회복지학부	개설	과목	중	관련	총	8개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학점	인정	받은	사람		

• 취득방법	:	응시자격	취득자	→	자격	신청(한국보육진흥원)	→	자격심사	→	자격확인서	발급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통합교육

가족상담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아동관찰및행동연구

특수교육학개론

개별화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 활용분야 :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

사여야	함		

• 기       타 : 이	밖에도	아동·보육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지역아동센터	또는	놀이치료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스토리텔

링전문가	수료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KYUNG HEE CYBER UNIVERSITY 2019 26/27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의 : 문화예술경영전공	02-3299-8657

• 자격증안내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응시자격	: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등)	전공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취득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총	15과목	40학점	600시간	이수	시	

• 관련학과	:	문화예술경영전공

• 개설과목

영역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개론 -

• 활용분야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

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문화예술경영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한국어교원 2급, 3급 문의 :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 자격증안내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한국어교원)
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국립국어원

• 응시자격	:	학사학위	이상

• 취득방법	:	본교	한국어문화학과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취득하여	졸업한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	심사
	 1)	한국어교원	2급	(전공	또는	복수전공)

													*한국어학	6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	

															한국문화	6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이수	후	심사	신청

	 2)	한국어교원	3급	(부전공)
														*한국어학	3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	

															한국문화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이수	후	심사	신청

• 관련학과	:	한국어문화학과

• 개설과목(실습과목 제외)   

자격발급 영역
자격발급 이수학점  개설과목

2급 3급 1학기 2학기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한국어문법론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표준화법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언어학개론
사회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한국어평가론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문화와타문화의비교

한국의음식문화
한국의건축문화

한국민속의이해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

한국역사의이해
한국음악의이해

• 활용분야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어	강사,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다문화예비학교	교사,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아

동·청소년	대상	교사,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사,	교육부	파견	국외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교육	봉사단원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해외	한국어교육	인턴,	

재외동포재단	해외	중등교원	파견,	국내외	한국	기업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한류	문화	및	한국어교육	콘

텐츠	개발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국내외	정부	기관	취업,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	전공	대학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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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 자격증안내	: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 개설학과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시험

(주관식)

중소기업관련법령 - -

경영학 경영학원론,	경영관리론,	경영특강1 경영학원론,	경영관리론,	경영특강2

회계학원론 회계입문,	회계원리 회계입문,	회계원리,	회계학이론

기업진단론 기업진단 -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 마케팅조사방법

영어 비즈니스영어,	시사영어	등 비즈니스영어,	시사영어	등

2차시험

(주관식)

인적자원관리	분야 노사관계론,	조직행동론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분야 재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분야
마케팅원론,	마케팅포지셔닝,	

소비자행동론,	서비스마케팅

마케팅원론,	전략마케팅,

글로벌마케팅

• 활용분야 :	마케터,	광고	및	홍보	에이전트,	경영컨설팅,	고객서비스(CS)	전문가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사회조사분석사	1급,	유통관리

사	2급,	공인노무사,	물류관리사,	직업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가맹거래사,	브랜드

관리사,	경영진단사,	마케팅조사분석사,	홍보광고관리사,	소기업마케팅지도사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

이	될	수	있음

공인회계사 문의 :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 자격증안내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 개설학과	:	세무회계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시험

(주관식)

경영학 경영관리론 경영관리론,	경영학원론

경제원론 경제학원론,	조직행동론 -

상법 회사법 -

세법개론 중급회계1,	법인세회계1,	세무입문 소득세회계,	중급회계2

회계학 중급회계1,	원가회계 중급회계2

2차시험

(주관식)

세법 법인세회계1 법인세회계2

재무관리 회계입문,	재무관리 회계입문

회계감사 회계감사 -

원가회계 원가회계 -

재무회계 중급회계1 중급회계2

• 활용분야 : 회계법인에	고용	회계사로	취업,	개인	회계사무소	개업	또는	공기업,	일반기업,	은행·투자신탁·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진출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세무회계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세무사,	세무공무원(7·9급),	관세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보험계리사,	IFRS관리사,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문의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02-3299-8651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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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문의 : 금융경제전공	02-3299-8610

• 자격증안내	:	금융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FPSB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	합격	시	

• 개설학과	:	금융경제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지식형 8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재무설계원론 재무관리,	경제학원론 재무관리,	투자론,	경제학원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재무관리,	경제학원론 재무관리,	투자론,	경제학원론

위험관리와보험설계 위험관리론,	보험설계론 -

은퇴설계 재무관리 재무관리,	은퇴자산설계

부동산설계 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투자설계 글로벌투자실무,	재무관리 투자론,	재무관리	

세금설계 조세전략론,	경제학원론 은퇴자산설계,	경제학원론

상속설계 조세전략론 은퇴자산설계

• 활용분야 : 은행자산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금융	전문가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금융경제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한국재무설계사(AFPK),	재무설계사(FP),	금융공인재무분석사

(CFA),	금융투자분석사(CRA),	보험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외환관리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주거복지사 문의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 자격증안내	: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환경과	주생활

에	대한	실태를	조사,	진단,	평가하고	주거복지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며	취약계층의	주

거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사전이수과목	이수	후	아래	필기시험(1차,	2차)	합격	시	

• 개설학과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1차 주거복지총론 주거복지정책론

주택관리기술론

주택시장과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주택관리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2차 주거복지실무의적용

• 활용분야 :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	주택관리사

(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	업무,	보조관리	업무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	가능,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설립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도시계획부동산전공	개설	과목	수강	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경매사,	감정평가사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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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문의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 자격증안내	:	관광호텔업의	총괄	관리,	경영	또는	호텔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

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1)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호텔관리사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또는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호텔서비스사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	합격	시(외국어시험의	경우	공인어학시험	대체	가능)	

※	본교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필기시험	면제

• 개설학과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구분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관광학원론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 -

호텔인사및조직관리론 호텔인적자원관리 -

호텔마케팅론 - 고객서비스마케팅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관광학원론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학원론 -

호텔관리론 호텔경영론
호텔경영론,	호텔관광서비스론,	

호텔프론트객실실무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관광학원론 관광법규

호텔실무

(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 호텔프론트객실실무

• 활용분야 : 호텔	F&B,	객실,	조리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며	한국관광공사	및	각	지역	관광공사에	진출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CS	리더스	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조주사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관광통역안내사 문의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02-3299-8656

• 자격증안내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시험	일정	안내:	www.q-net.or.kr)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취득방법	:	아래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	합격	시(외국어시험의	경우	공인어학시험	대체	가능)	

※	본교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학사학위	취득	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시험	면제

• 개설학과	: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 시험과목에 따른 본교 개설과목

필기 시험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국사(근현대사	포함) - -

관광자원해설 -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 관광법해설

관광학개론 관광학개론 관광학개론

• 활용분야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로	진출	및	통역사로	활동	가능

• 기       타 : 이	밖에도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개설	과목	수강	시	자격증	취득	및	해외여행전문인솔자(T/C),	보트조종면허,	

윈드서핑지도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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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과정

내러티브상담사 2급 35

노인레크리에이션 2급 35

독서논술지도사 1급 35

CS Leaders 관리사 36

커피이론과정 수료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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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러티브상담사 2급 문의 :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 자격증안내	:	다양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	세계관에	기초하여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발급기관 및 자격증 등록번호 :	한국이야기치료학회,	민간자격증	2014-2109호

• 자격증 발급기준  :	한국이야기치료학회에서	제시한	응시자격	취득	후	필기시험	합격한	자
				*관련	교과목	이수	시	필기	응시자격	중	일부	취득

				*이외에	응시자격은	한국이야기치료학회에서	취득	가능

• 개설학과	:	상담심리학과	

• 개설과목	:	내러티브상담	(2학기	개설)		

• 활용분야 : 지역	상담기관,	심리치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내러티브상담사로	활동	가능

노인레크리에이션 2급 문의 :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 자격증안내	:	노인복지에서	여가의	중요성과	노인의	여가욕구	수요에	대처할	노인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계획	및	지도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발급기관 및 자격증 등록번호 :	한국대학레크리에이션협회,	민간자격증	2014-0047호

• 자격증 발급기준  :	관련	교과목	이수	시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 개설과목	:	노인레크리에이션	(2학기	개설)	

• 활용분야 :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	또는	자원봉사

독서논술지도사 1급 문의 :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 자격증안내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독서토론활동	및	독서논술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독서논술지도사,	독서

논술지도사무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발급기관 및 자격증 등록번호 :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2016-004832호

• 자격증 발급기준 :	아래	10개	교과목	중	7개	교과목	이수(중복과목	제외)	및	교과목	성적이	B0(80점	이상)	이상인	자

• 개설학과	: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시론,	스토리텔링론,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

소설론,	현대시인론

시론,	스토리텔링론,	한국문학사

논술과독서지도론,	현대시인론	

• 활용분야 : 독서논술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무책임자로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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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Leaders 관리사 문의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 자격증안내	:	고객만족	서비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상황과	비즈니스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CS	

기획,	고객응대,	고객감동,	고객관리	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실무적	지식능력을	평가하며,	고객	컴플레

인	발생	시	상황	분석능력	및	해결책	제시능력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 발급기관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 자격증 발급기준 :	필기시험	합격	시		

• 개설학과	: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 개설과목	:	CRM&CS	Leader	(1학기	개설),	고객서비스마케팅	(2학기	개설)	

• 활용분야 : 서비스	품질관리를	비롯하여	콜센터	운영관리,	고객	응대	등	서비스직종으로	진출	가능	

커피이론과정 수료증 문의 :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 자격증안내	:	커피에	대한	이론과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과정

• 발급기관 :	한국커피로스터연합(CRAK)

• 자격증 발급기준 :	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한국커피로스터연합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	

• 개설학과	:	외식조리경영학과

• 개설과목	:	커피하우스창업론	(2학기	개설)	

• 활용분야 : 핸드드립,	로스팅,	라떼아트,	에스프레소,	커피이론과정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과정

시험 대비 과정

JLPT / JPT 38

新HSK 38

TOEIC / TOEIC Speaking 39

TOPIK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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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 JPT 문의 : 일본학과 02-3299-8671

• 시험안내	:	1)	JLPT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하기	위해	실시

																										2)	JPT	:	일본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 시행기관 :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JLPT),	YBM(JPT)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관련학과	:	일본학과

•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기초일본어1

중급일본어2

일본어문법

일본어현지회화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

일본어통번역연습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중급일본어1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

일본어와자격시험1(JPT)

일본어한자의이해

비즈니스일본어

• 활용분야 : 기업체에서	채용,	승진	등에	활용,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수시	입학	가능,	일본	

대학으로	진학	또는	일본계	회사나	일본	현지	취업	시	활용	가능하며,	항공사,	호텔,	번역	분야	일본어관광

통역안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산점	부여

TOEIC / TOEIC Speaking 문의 :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 시험안내	: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숙달	정도를	평가

• 시행기관 :	ETS	/	YBM한국TOEIC위원회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관련학과	:	미국문화영어학과

•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영어독해와작문:기초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

원어민회화1

고급시사:뉴욕타임스

실용영문법

영어독해와작문:심화

원어민회화2

TED영어

• 활용분야 :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	공무원	채용	및	인사고과를	비롯해	군무원	시험,	군인	선발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거나	가산점	부여,	사법고시와	외교관후보자시험,	5급	공채(행정,	기술)	입법고시,	변리사시

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의	영어과목이	TOEIC으로	대체.	대학에서도	TOEIC을	학점	인정,	일정		

수준	이상	점수	취득	시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자	선발,	졸업인증제(일정	수준	이상의	TOEIC	점수	취득	시	

졸업	가능)로	활용하고	있음				

TOPIK 문의 : 한국어학과 02-3299-8648

• 시험안내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

• 주관기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응시자격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관련학과	:	한국어학과

•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공인한국어능력시험2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 활용분야 :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

비자	획득	및	선발/인사기준,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국립국

어원)	지원	서류,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新HSK 문의 : 중국학과 02-3299-8676

• 시험안내	: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정부	유일의	국제	중국어능력	

표준화	시험으로	생활·학습·업무	등	실생활에서의	중국어	운용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시행기관 :	중국국가한판,	HSK한국사무국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관련학과	:	중국학과

•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

1학기 2학기

입문중국어회화

초급중국어회화

중급중국어회화

중국어듣기연습

한류관광중국어

중국어통번역테크닉

新HSK분석전략

입문중국어회화

초급중국어회화

고급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문법

비즈니스중국어

• 활용분야 : 기업체에서	채용,	승진	등에	활용,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수시	입학	가능,	항공

사,	호텔,	번역	분야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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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1 

AI사이버보안전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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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공 41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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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리전공 42 

보건의료관리학과 42 

한방건강관리학과 43 

후마니타스학과 43 

NGO사회혁신학과 43 

상담심리학과 43 

사회복지전공 44 

노인복지전공 44 

아동·보육전공 44 

미디어문예창작학과 44 

스포츠경영학과 44 

실용음악학과 45

일본학과 45

중국학과 45

미국문화영어학과 45

한국어문화학과 46

한국어학과 46

미디어영상홍보전공 46

문화예술경영전공 46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47

글로벌경영학과 47

세무회계학과 47

금융경제전공 47

도시계획부동산전공 47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48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48

외식조리경영학과 48

학과·전공별 개설과목 

학과·전공 개설과목

컴퓨터정보통신

공학전공

1학기

융합콘텐츠진화	/	이진법의세계*	/	디지털소통과표현*	/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	

생태문명과기술	/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	자료구조의이해	/	알고리즘및문제해결*	/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	자바프로그래밍	/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	

운영체제*	/	빅데이터분석및기술	/	소프트웨어공학*	

2학기

문화콘텐츠코딩	/	인간과디자인*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IT융합및멀티미디어기술	/	

지속가능한디자인*/	빅데이터기획및응용	/	컴퓨터아키텍처*	/	웹프로그래밍	/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	/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	프로그래밍언어구조의이해	/	

아두이노코딩*	/	모바일통신시스템	/	클라우드컴퓨팅	

AI사이버보안전공

1학기

융합콘텐츠진화	/	이진법의세계*	/	디지털소통과표현*	/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	

생태문명과기술	/	자료구조의이해	/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	AI입문	/	

자바프로그래밍	/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	운영체제*	/	지능형소프트웨어	/	

컴퓨터네트워크보안*

2학기

문화콘텐츠코딩	/	인간과디자인*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IT융합및멀티미디어기술	/	

지속가능한디자인*	/	컴퓨터아키텍처*	/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	/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	정보보호프로그래밍*	/	AI머신러닝	/	사물인터넷과기술	/	

정보보호법제도*	/	디지털포렌식*

ICT융합콘텐츠

전공

1학기

융합콘텐츠진화	/	이진법의세계*	/	디지털소통과표현*	/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	

생태문명과기술	/	가상현실콘텐츠의이해*	/	게임학*	/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	

3D그래픽*	/	게임프로그래밍*	/	캡스톤프로젝트1	/	게임제작*	

2학기

문화콘텐츠코딩	/	인간과디자인*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	

지속가능한디자인*	/	웹프로그래밍	/	UI·UX디자인*	/		아두이노코딩*	/	앱개발	/	

뉴미디어표현기법	/	캡스톤프로젝트2	/	가상·증강현실제작*	

산업디자인전공

1학기

융합콘텐츠진화	/	이진법의세계*	/	디지털소통과표현*	/	디자인의이해*	/	

생태문명과기술	/	기초산업디자인*	/	색채학*	/	아이디어발상*	/	제품디자인프로세스*	/	

3D그래픽*	/	캡스톤프로젝트Ⅰ	/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2학기

문화콘텐츠코딩	/	인간과디자인*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	

지속가능한디자인*	/	인간공학디자인*	/	재료및생산공정*	/	UI·UX디자인*	/	

리빙프로덕트디자인*	/	생활속의공공디자인	/	캡스톤프로젝트Ⅱ	/	환경공간디자인*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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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개설과목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1학기

융합콘텐츠진화	/	이진법의세계*		/	디지털소통과표현*	/	디자인의이해*	/	

생태문명과기술	/	색채학*	/	웹디자인기초*	/	드로잉	/	3D그래픽*	/	편집디자인*	/	

캐릭터디자인*	/	아이디어발상	/	캡스톤프로젝트Ⅰ	/	인포그래픽디자인	/	모션그래픽디자인*

2학기

문화콘텐츠코딩	/	인간과디자인*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		

지속가능한디자인*	/	현대예술의이해*	/	웹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	생활속의공공디자인	/	

웹툰제작과표현	/	영상편집*	/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	/	캡스톤프로젝트Ⅱ	/	디자인마케팅*

재난방재과학

전공

1학기

도시방재론	/	재난관리론*	/	건축방재공학개론	/	미래문명과포스트휴먼	/	

인간은누구인가	/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	화재공학	/	소방유체역학*	/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	공법개론*	/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의구조원리*	/	

재난과통신망	/	무의식과에코토피아	/	전쟁과문명*	/	소방설비작동점검	/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	BigHistory&기후변화	/	재난과GIS

2학기

전기공학개론*	/	기계공학개론*	/	모두를위한물리학*	/	북극곰의운명	/	통계학개론	/	

삶과공적열정	/	화재모델링	/	위험물안전관리론	/	미래학개론	/	재난과사회자본	/	

안전교육론	/	화재안전기준	/	드론의응용	/	기후변화의인류학	/	죽음과마음의미래	/	

화재조사론	/	사이버범죄와안전	/	재난과빅데이터

공공안전관리

전공

1학기

경찰학개론	/	미래문명과포스트휴먼	/	국가안보와정보*	/	인간은누구인가	/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	한·미관계론	/	수사학개론	/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	공법개론*	/		경호학*	/	범죄학*	/	재난과통신망	/	

무의식과에코토피아	/	전쟁과문명*	/	민간경비론*	/		교통안전론	/	신세대장병의이해*	/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	BigHistory&기후변화

2학기

민·군관계론	/	국가와나*	/	북극곰의운명	/	모두를위한물리학*	/	삶과공적열정	/	

통계학개론	/	경비업법*	/	군경조직행동론*	/	군리더십이론과실제*	/	미래학개론	/	

재난과사회자본	/	기계경비개론*	/	군안전관리의실제	/	드론의응용	/	죽음과마음의미래	/	

남북관계와국가협력*	/	기후변화의인류학	/	위기관리론	/	군사심리학*	/	대테러리즘	/	

민간조사론	/	사이버범죄와안전

보건의료관리

학과

1학기

보건학*	/	미래정부와행정	/	보건의사소통*	/	조직관리	/	조사방법론*	/	보건교육학*	/	

보건경제학	/	산업보건*	/	보건의료인적자원	/	보건사업관리*	/	보건의료정보*	/	

인간발달론*

2학기

보건의료행정학	/	사회심리학*	/	경영관리론	/	조직관리	/	보건의료리더십	/	

보건교육방법론*	/	보건의료법규*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현대복지정책의이해	/	

보건교육실습*	/	노인보건*	/	건강의료보험학	/	병원원무관리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 개설과목

한방건강관리학과

1학기

한의학과몸의발견	/	명상및기공입문	/	동양학의이해	/	한방약선이론	/	

건강심리학	/	스트레입문	/	식품과영양*	/	약선본초학	/	한방병리학	/	한방약선학2	/	

요가	/	산림치유학

2학기

인체생리학	/	약용자원학	/	한의학개론	/	약선조리학*	/	한방양생학	/	기공양생	/	

한방음악치료	/	통합명상	/	한방약선학1	/	생애주기약선학	/	질병과체질에따른약선식이	/	

한방산업과건강

후마니타스학과

1학기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	/	한국의역사,문화,그리고한국인	/	인간은누구인가?	/	

글로벌폴리틱스	/	연설문작성과발표기법	/	문화예술사	/	고대인류문명탐험	/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	/	젠더심리학	/	아렌트정치미학	/	자본주의와사회주의	/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2학기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	/	한중일,그리고북한이해	/	현대시인론*	/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	/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	/	한중일의문화심리학	/	

전쟁,평화,그리고종교	/	몸,문화,그리고정치	/	시민정치론	/	동서양고전수사학	/	

대중문화와고급문화	/	기후변화의인류학	/	민주주의와시민:이론과실제

NGO사회혁신학과

1학기

사회문제론*	/	글로벌컬쳐코드	/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	NGO와사회혁신	/	

디지털사회혁신	/	협치의이론과실제	/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운영론	/	국제기구실무론	/	

공공데이터활용론	/	한국의거버넌스와미래정치	/	지방자치와참여예산제	/	

시민사회와인권의지평

2학기

한국사회이슈따라잡기	/	지구시민사회와글로벌거버넌스	/	NGO와젠더	/	

돈이만든세계와대안경제	/	한반도평화메타전략론	/	혁신도시만들기:기획과실제	/	

한국의시민사회와NGO	/	국제개발협력과빈곤	/	공유경제이론과사례	/	UN과국제NGO	/	

NGO의조직과운영	/	사회혁신성공사례

상담심리학과

1학기

아동상담	/	휴먼서비스상담	/	심리학개론	/	현대인과중독	/	성격심리학	/	노인심리상담	/	

학습심리학*	/	부부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의이해	/	코칭	/	성심리와상담	/		

심리검사와평가*	/	놀이치료	/	기업상담

2학기

아동상담	/	휴먼서비스상담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이상심리학	/	호스피스론	/	

부모상담	/	내러티브상담*	/	미술치료	/	청소년이해와상담*	/	상담윤리	/	

조직관리및인사코칭	/	음악치료	/	군경상담의실제*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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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개설과목

사회복지전공

1학기

사회복지개론*	/	가족과젠더	/	자원봉사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론*	/	

가족복지론*	/	아동복지론*	/	사회복지행정론*	/	가족상담	/	건강가정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사회문제론*

2학기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	가족정책론	/	여성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다문화사회복지*	/	

사회보장론*	/	학교사회사업론*

노인복지전공

1학기

사회복지개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사회복지실천론*	/	노인작업치료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케어기술론	/	시니어재무컨설팅	/	치매노인케어	/	

호스피스와사회복지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2학기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의료사회사업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노인간호	/	노인레크리에이션*	/	케어복지개론*	/	사회복지정책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고령친화산업의이해	/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론	/	

노인사례관리론	/	재가복지론

아동·보육전공

1학기
영유아발달	/	가족복지론*	/	통합교육*	/	가족상담*	/	스토리텔링론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2학기

보육과정	/	보육학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아동문학교육	/	정신건강론*	/	

특수교육학개론*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다문화사회복지	/	아동상담	/	개별화교육계획*	/	

영유아교수방법론	/	언어치료학개론*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1학기

시창작기초	/	소설론*	/	시론*	/	문화예술사	/	예술사회학	/	생활예술론	/	현대작가론	/	

스토리텔링론*	/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	/	현대시인론*	/	시창작세미나2	/	

문학과문화예술인	/	소설창작세미나1	/	동화창작세미나	/	소설창작연습1	/	시창작연습1

2학기

시론*	/	희곡과드라마작법	/	문화예술사	/	예술사회학	/	생활예술론	/	웹소설장르소설특강	/	

한국문학사*	/	영화미학과비평	/		정신분석이론특강	/	현대시인론*	/	스토리텔링론*	/	

시창작세미나1	/	논술과독서지도론*	/	수필창작의이해와실제	/	아동문학창작세미나2	/	

소설창작연습2	/	시창작연습2

스포츠경영학과

1학기

스포츠산업경영론	/	건강체력평가*	/	스포츠트레이닝방법론	/	스포츠윤리	/	스포츠마케팅론	/	

스포츠이벤트와스폰서쉽	/	스포츠사회학	/	한국체육사	/	스포츠심리학*	/	

해양스포츠및응급처치	/	병태생리학*	/	스포츠교육학	/	유아체육론

2학기

스포츠산업경영론	/	기초재무와회계	/	운동생리학*	/	스포츠마케팅론	/	운동역학*	/	

스포츠관광론	/	실기교육방법론	/	스포츠심리학*	/	동계스포츠및운동상해	/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	/	여가레크리에이션	/	운동상해*	/	스포츠영양학	/	운동부하검사*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 개설과목

실용음악학과

1학기

전공실기1(실용음악작사법)	/	시창청음	/	피아노클래스	/	음악의기초	/	

전공실기3(라이브퍼포먼스테크닉)	/	홈레코딩기법	/	블루스클래스	/	

전공실기5(팝음악작곡법)	/	영화음악	/	화성법	/	무대조명과음향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	

전공실기7(앙상블)	/	월드뮤직	/	재즈콰이어	/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2학기

전공실기2(보컬테크닉)	/	피아노클래스	/	음악의기초	/	재즈음악사	/	

전공실기4(컴퓨터사보법)	/	리듬클래스	/	대중음악의역사	/	전공실기6(유럽음악기법)	/	

실용음악작곡법	/	재즈즉흥연주기법	/	전공실기8(모던클래식음악의분석)	/	동양음악분석	/	

화성분석	/	뮤직비지니스

일본학과

1학기

기초일본어1*	/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	/	일본역사의이해	/	일본대중문화의이해	/	

중급일본어2*	/	일본어문법*	/	일본어현지회화*	/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	/	

일본의문화와전통	/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	일본어통번역연습*	/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	/	현대일본특강

2학기

기초일본어1*	/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	/	기초일본어2*	/	일본의기업이야기	/	

일본대중문화의이해	/	중급일본어1*	/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	/	한일관계론		/	

일본어의세계	/	일본어와자격시험1(JPT)*	/	일본어한자의이해*	/	일본경제의이해	/	

비즈니스일본어*	/	일본사회의이해

중국학과

1학기

중국학개론	/	입문중국어회화*	/	초급중국어회화*	/	중급중국어회화*	/	중국문화의이해	/	

중국정치의이해	/	중국어듣기연습*	/	한류관광중국어*	/	현대중국사회의이해	/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	/	중국창업과기업경영	/	중국어통번역테크닉*	/	新HSK분석전략*	/	

중국시장마케팅정보전략

2학기

중국학개론	/	입문중국어회화*	/	초급중국어회화*	/	중국의역사와인물	/	고급중국어회화*	/	

현대중국의문화변동과문화사업	/	중국의영화와대중문화	/	중국어회화문법*	/	

미디어매체중국어	/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	중국과국제정치경제	/	비즈니스중국어*	/	

중국고전과비지니스전략

미국문화영어학과

1학기

언어와사회	/	Cross-CulturalCommunications	/	영화와미국사회의이해	/	

글로벌컬쳐코드	/	IT와모바일기술의역사	/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	미국문화의이해	/	

미국드라마생활영어1	/	영어독해와작문:기초*	/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	/	미국사1	/	

다인종다문화사회미국	/	미국소설로배우는영어	/	원어민회화1*	/	미국과세계	/	

고급시사:뉴욕타임스*	/	인공지능과로봇의사회학

2학기

언어와사회	/	Cross-CulturalCommunications	/	실용영문법*	/	문화예술사	/	생활예술론	/	

미국문화의이해	/	미국드라마생활영어2	/	영어독해와작문:심화*	/	미국영화로영어문장익히기	/	

미국민주주의론	/	미국사2	/	미국의여성과가족	/	인공지능영어학습	/	원어민회화2*	/	

모바일기술과산업의미래	/		CurrentIssuesandChallenges–intheU.S.	/	TED영어*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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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개설과목

한국어문화학과

1학기

언어학개론*	/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의현대문화*	/	한국어문법론*	/	한국어이해교육론*	/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	/	한국의음식문화*	/	외국어습득론*	/	한국어교재론*	/	

한국어어휘교육론*	/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	한국어평가론*	/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론*	/	한국의건축문화*

2학기

언어학개론*	/	한국어학개론*	/	한국어교수방법론*	/	한국민속의이해*	/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	/	한국어어문규범*	/	한국어표준화법*	/	한국어발음교육론*	/	

한국어표현교육론*	/	한국어문법교육론*	/	한국문화교육론*	/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	

사회언어학*	/	한국역사의이해*	/	한국음악의이해*	

한국어학과

1학기

대학한국어기초회화	/	대학한국어기초듣기	/	대학한국어기초문법	/	대학한국어기초읽기	/	

대학한국어기초쓰기	/	대학한국어회화2	/	대학한국어청취2	/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2	/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2	/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	K-POP한국어	/	한국의일상문화와언어	/	

학문적읽기1	/	학문적쓰기1	/	대학강의와학술어휘	/	비즈니스한국어1*	/	

한국어프레젠테이션	/	공인한국어능력시험2*	

2학기

대학한국어회화1	/	대학한국어청취1	/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1	/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1	/	

한국사회의이해	/	대학한국어회화3	/	대학한국어청취3	/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3	/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3	/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	드라마·예능한국어	/	학문적읽기2	/	

학문적쓰기2	/	외식·조리한국어	/	관광·항공한국어	/	비즈니스한국어2*	/	무역실무한국어*

미디어영상홍보

전공

1학기

대중문화와온라인미디어	/	문화콘텐츠개론	/	SNS의이해	/	PR과캠페인	/		

IT와모바일기술의역사	/	영상제작실무	/	미디어와여론	/	광고의이해	/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	

비즈니스모델과혁신	/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	인공지능과로봇의사회학

2학기

디지털미디어의이해	/	정보사회의쟁점	/	디지털마케팅	/	콘텐츠스토리텔링	/	커뮤니케이션론	/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	모바일과사회변동	/	온라인홍보전략	/	모바일기술과산업의미래	/	

MCN과팟캐스트	/	설득커뮤니케이션	/	크리에이티브홍보전략	/	미디어산업과미디어경영

문화예술경영

전공

1학기

예술사회학	/	생활예술론	/		문화예술사	/		예술세계의이해	/	경영학원론	/	문화콘텐츠개론	/	

미디어예술론	/	공공예술론	/	연극·뮤지컬공연기획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	문화컨텐츠전략기획론	/	무대조명과음향	/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	

극장경영	/	예술진흥정책	/	문화예술교육개론*

2학기

예술사회학	/	생활예술론	/	문화예술사	/	문화예술매개론	/	문화예술홍보전략	/	

마케팅원론	/	현대미술관연구	/	전시기획론	/	콘텐츠스토리텔링	/	대중음악의역사	/	

지역문화예술기획	/	박물관/미술관학개론	/	연극치료의이론과실제	/	무대디자인의이해	/	

뮤직비즈니스	/	전통예술공연기획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 개설과목

마케팅·지속경영

리더십학과

1학기

경영학원론*	/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	경영과정보	/	경영통계	/	조직행동론*	/	

마케팅관리	/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	재무관리*	/	인사관리	/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	

비즈니스의사결정론	/	벤처중소기업창업론	/	프랜차이즈마케팅	/	글로벌무역실무	/	

서비스마케팅*	/	고객관계관리

2학기

경영학원론*	/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	경영과정보	/	경제학원론*	/	무역학개론	/	

마케팅조사방법*	/	신상품개발론	/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	글로벌마케팅*	/	

리더십과기업경영	/	온라인·소셜마케팅	/	변화관리	/	소매유통경영	/	빅데이터마케팅	/	

영업관리	/	혁신과전략경영	/	CSR과책임경영론	

글로벌경영학과

1학기

경영관리론*	/	마케팅원론*	/	운영관리	/	세무입문	/	서비스경영	/	노사관계론*	/	

리더십과변화관리	/	경영과사회	/	소비자행동론*	/	마케팅포지셔닝*	/	물류관리	/	재무관리*	/	

그린경영	/	지식경영	/	판매촉진관리	/	경영특강1*	/	경력관리론

2학기

경영관리론*	/	마케팅원론*	/	경영통계	/	회계입문*	/	인적자원관리*	/	경영과사회	/	

신상품개발론	/	조직관리*	/	품질경영	/	국제경영	/	브랜드관리론	/	유통관리	/	경영특강2*	/	

CRM·SCM	/	전략마케팅*	/	경제학원론*

세무회계학과

1학기

회계입문*	/	회계원리*	/	경영통계	/	세무입문*	/	중급회계1*	/	전산회계	/	회사법*	/	

경영관리론*	/	원가회계*	/	법인세회계1*	/	재무관리*	/	고급회계	/	회계감사*	/	기업진단*	/		

경제학원론*

2학기

회계입문*	/	회계원리*	/	경영통계	/	조세법총론	/	중급회계2*	/	소득세회계*	/	

간접·지방세론	/	경영과사회	/	관리회계	/	정부·비영리회계	/	법인세회계2*	/	상속·증여세론	/	

재정학	/	조세정책론	/	경영분석	/	회계학이론*	/	마케팅원론*	/	글로벌경제의이해	

금융경제전공

1학기

재무관리*	/	경제학원론*	/	자산관리원론	/	부동산학원론*	/	글로벌경제의이해	/	조세전략론*	/	

증권시장론	/	부동산공법	/	주택시장과정책론*	/	보험설계론*	/	위험관리론*	/	금융관계법		/	

부동산평가론	/	글로벌투자실무*	/	빅데이터투자분석	/	경영학원론	/	경영관리론	

2학기

재무관리*	/	경제학원론*	/	은퇴자산설계*	/	금융경제윤리	/	금융상품시장론	/	부동산투자론*	/	

글로벌경제의이해	/	투자론*	/	글로벌경영환경	/	채권투자	/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	

부동산사법	/	투자행동심리	/	글로벌금융시장론	/	금융교육및상담	/	부동산개발컨설팅	/

파생상품시장론	/	손해보험이론및실무	/	핀테크실무	/	경영통계	/	회계입문	/	경영과정보

도시계획

부동산전공

1학기

부동산학원론*	/	재무관리*	/	경제학원론*	/	자산관리원론	/	부동산공법	/	

주택시장과정책론*	/		부동산평가론	/	조세전략론	/	4차산업과도시개발	/	주택관리기술론*	/	

주거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미래도시계획론	/	부동산거래론

2학기

부동산투자론*	/	은퇴자산설계*	/	금융경제윤리	/	부동산사법	/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	

재무관리	/	주택관리행정론*	/	부동산조세론	/	부동산P2P와상권분석	/	사회복지실천론*	/	

케어복지개론*	/	부동산개발컨설팅	/	부동산공시론	/	부동산경매실무	/	회계입문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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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개설과목

호텔·레스토랑

경영학과

1학기

호텔경영론*	/	관광학원론*	/	레스토랑사업경영론	/	경영학개론	/		

호텔인적자원관리*	/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	서비스산업경영	/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	

CRM&CS	Leader*	/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	/	국제회의기획론	/	이벤트기획론	/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	한식과식재료	/	세계문화와관광사	/	

카페·레스토랑창업론	/	제과제빵론

2학기

호텔경영론*	/	호텔관광서비스론*	/	호텔프론트객실실무*	/	고객서비스마케팅*	/	

급식경영론	/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	서비스산업경영	/	세계식문화의이해	/	

외식서비스위생학	/	호텔현장학습	/	외식사업상권분석	/	푸드코디네이트	/	관광법규*	/	

호텔레스토랑경영	/	레스토랑경영사례	/	kitchen경영론	/	서양조리실무

관광레저항공

경영학과

1학기

관광학개론*	/	레저산업경영론	/	항공업무론	/	관광개발론	/	관광소비자행동론	/	

항공예약시스템(CRS)	/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	/	관광세계지리	/	항공사취업과인사관리	/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	리조트개발및경영	/	문화관광론	/	

관광상품개발전략

2학기

관광학개론*	/	레저산업경영론	/	항공서비스	/	관광한국지리	/	관광자원론*	/	여행사경영론	/	

지상레저실무및실습	/	항공취항지연구	/	관광서비스경영	/	관광마케팅	/	여가프로그램개발	/	

관광법해설*	/	관광이벤트기획및경영	/	항공운송사업론	/	서비스산업경영	/	

리더십과기업경영

외식조리

경영학과

1학기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	외식경영개론	/	관광학개론	/	외식산업마케팅	/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	

프랜차이즈마케팅	/	외식농산업브랜드관리	/	한식과식재료	/	외식창업실무	/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	외식산업커뮤니케이션	/	외식고객관계관리	/	

제과제빵론

2학기

외식조리경영전략	/	관광학개론	/	외식산업마케팅	/	커피하우스창업론*	/	세계식문화의이해	/	

Hospitality서비스경영	/	급식경영론	/	푸드코디네이트	/	외식산업과법규	/	

CSR과책임경영론	/	한식조리실무	/	인사관리	/	외식서비스위생학	/	유통관리	/	

레스토랑경영사례	/	외식농산업전시및기획	/	서양조리실무	/	파티쉐실무	/	kitchen경영론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양 시간제 과정

역사, 문화, 소통 영역 50

언어 영역 50

논리, 분석, 수량세계 영역 50

자연, 우주, 물질, 기술 영역 50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영역 50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 50

의미, 상징, 공감 영역 50

생명, 몸, 공생체계 영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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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개설과목 

영역 구분 개설과목

역사,	문화,	소통

서양미술사	/	소통의문화와제도	/	여행을통한인간삶의가치증진	/	

영화에서시대를읽다	/	차생활문화의이론과실제	/	현대국제사회의이해	/	

한국전통식문화이해	/	카페와맥주,와인이야기

언어

일어	/	문화와함께배우는중국어	/	비즈니스영어	/	

대학종합영어:글로벌시대의국제인되기	/	시사영어-뉴스로공부하는영어	/	

초급어휘와영문법	/	영화영어	/	초급영어작문	/	글쓰기1:강원국의글쓰기기초	/	

글쓰기2:실용적글쓰기	/	글쓰기2:논리적글쓰기	/	글쓰기2:	스토리텔링글쓰기

논리,	분석,	수량세계 생활과회계	/	알파고따라하기:	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자연,	우주,	물질,	기술 모두를위한물리학*	/	기후변화와문명사*	/	인공지능과우리의삶*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문명의역사와철학1	/	문명의역사와철학2	/	지구의꿈:미래로가는길	/	

정보사회와윤리	/	도시메타플래닝:우리도시이야기	/	디지털인문학	/	문명론	/	

미래문명과포스트휴먼	/	근대성을만든13인의철학자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창업과경영관리의이해*	/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	

100세시대생애설계	/	경제뉴스에서경제를배우다	/	

미래형인재를위한자기개발과리더십*	/	싱글이코노미시대의창직*	/	

경력관리와취업전략*	/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	행복한공동체를위한경영학	/	

이중언어교육론*	/	이민정책론*	/	이민법제론*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	아시아사회의이해*	/	

전쟁과문명*/	남북관계와국가협력*	/	국가와나*

의미,	상징,	공감

나를찾아가는명시여행	/	문학에서세상을만나다	/	

문화코드로읽는일본적가치의재발견	/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	/	

신들의여행-실크로드위에새겨진예술	/	한국어의어원과유래:우리말의뿌리를찾아서	/	

동양사상과풍수지리	/	예술디자인과상상력

생명,	몸,	공생체계 한의학과몸의발견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시험대비	자격증	관련	교과목의	경우	*표기		

*개설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관련 문의 연락처

시간제 등록 상담 입학·학생처 02-959-0000

경희나노디그리	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2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정보보안(산업)기사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게임기획·그래픽·프로그래밍전문가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소방설비(산업)기사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일반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보건교육사	2급,	3급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한식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한식)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한국어교원	2급,	3급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경영전공 02-3299-8657

경영지도사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51

02-3299-8611

공인회계사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금융경제전공 02-3299-8610

주거복지사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관광통역안내사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02-3299-8656

내러티브상담사	2급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노인레크리에이션	2급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독서논술지도사	1급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CS	Leaders	관리사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커피이론과정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JLPT	/	JPT 일본학과 02-3299-8671

新HSK 중국학과 02-3299-8676

TOEIC	/	TOEIC	Speaking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TOPIK 한국어학과 02-3299-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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