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간행사는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January

후마니타스人의 밤

5
May

KHCU대동제

학부 특성화 프로그램 시작

9
September

2학기 개강

추계 MT(가을 모꼬지)

2
February

전기 입학식

전기 학위수여식

6
June

1학기 종강 간담회

10
October

수학여행

졸업여행

3
March

1학기 개강

춘계 MT(봄 모꼬지)

8
August

후기 입학식

후기 학위수여식

12
December

2학기 종강 간담회

대학생활 연간행사

모집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부
Humanitas School

 인문 · 고전 전공

전   화  02-3299-8623

이메일  hclassics@khcu.ac.kr

팩   스  02-3299-8899

www.khcu.ac.kr/department/hclassics

 NGO · 시민정치 전공

전   화  02-3299-8626

이메일  cyberngo@khcu.ac.kr

팩   스  02-3299-8899

www.khcu.ac.kr/ngo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130-7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대표전화 02-3299-8803

입학상담 02-3299-8707

팩     스  02-3299-8809

grad.khcu.ac.kr

 문화창조대학원 /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전공

전   화  02-3299-8709

이메일  gsimin@khcu.ac.kr

팩   스  02-3299-8809

grad.khcu.ac.kr/mirae

구분 정시모집 (1차) 추가모집 (2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 6. 1(목) 10:00 ~ 7. 7(금) 21:00 2017. 7. 20(목) 10:00 ~ 8. 18(금) 21:00

합격자 발표 2017. 7. 13(목) 10:00 2017. 8. 24(목) 10:00

합격자 등록 (입학금 납부) 2017. 7. 13(목) 10:00 ~ 7. 16(일) 21:00 2017. 8. 24(목) 10:00 ~ 8. 28(월) 21:00

추가 합격자 발표 2017. 7. 17(월) ~ 7. 18(화) 2017. 8. 29(화) ~ 8. 31(목)

학생 등록 및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2017. 7. 27(목) 10:00 ~ 8. 3(목) 17:00 2017. 8. 29(화) 10:00 ~ 8. 30(수) 17:00

개강 및 강의 송출 2017. 9. 1.(금) 12:00

인터넷 원서접수 www.khcu.ac.kr/ipsi

 경희사이버대학교

130-7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대표전화 02-968-2233

입학상담 02-959-0000

팩     스  02-3299-8529/8732

www.khcu.ac.kr

 후마니타스학부

전   화  02-3299-8620

이메일  humanitas@khcu.ac.kr

팩   스  02-3299-8899

www.facebook.com/KHCU.HUMANITAS



안녕하십니까. 후마니타스 학부의 서유경 교수입니다.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문화 세계 창조라는 경희학원의 자랑스러운 교육 이념과 유능한 세계시민 지도자 양성이

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모토로 개교한 이래, 지난 16년간 국내 · 외에서 인정받는 명문 사이버대학으로서의 품격과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2017년 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융합학문의 장인 후마니타스 학부를 출범시킴으로써, 또한 이 특별한 

학문분야를 더욱 심화시킬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석사과정 설치를 통해 21세기 고등교육의 전당으로서 우리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더욱 의미 있게 실현하고자 합니다.

후마니타스 학부에는 ‘인문 · 고전’과 ‘NGO · 시민정치’라는 두 개의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 1년 차와 2년 차 교육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14개의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3년 차에 이르면 양 전공 

중 하나를 선택(단일전공) 하거나 두 전공을 모두 선택(복수전공)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전공은 경희학원의 3대 교육 이상인 

‘피스 바(Peace BAR)’—정신적인 아름다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인간적인 보람—를 추구하는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육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네오르네상스의 시대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인문학적 소양과 

고전의 지혜를 겸비한 지식인으로서 자유로운 사고와 현실 참여 의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 새로운 문화 세계를 창조에 

앞장서는 시민 리더입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문화 창조대학원에 설치된 미래 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석사과정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가 요청하는 시민 리더십과 거버넌스 역량을 겸비한 네오르네상스형 인재로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마니타스 학부는 명문 사학 경희의 자부심과 긍지를 담아 독특한 인문학-고전학-사회과학의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문화 세계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 학부장

서 유 경 교수

학력

학사) 경희대학교(영어교육학)

석사) 영국 Kent대학교(정치사회학)

석사) 영국 Oxford 대학교(정치사회학)

박사) 경희대학교(정치철학)

경력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 학부장 겸 인문 · 고전전공 주임교수

現)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現) 한국21세기정치학회 이사

現)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사

現) 전국여교수연합회 부회장

現) 한국NGO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정치사상분과위원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 역임

간략연구실적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텍스트, 2013 (역서)

『아렌트 읽기』, 산책자, 2011 (역서)

『시민정치론』, 아르케, 2010 (역서)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인간사랑, 2009 (공저)

『미국의 결사체민주주의』, 아르케, 2006 (공저)

『과거와 미래 사이 : 정치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 푸른숲, 2005 (역서)

『5·18 민중항쟁과 시민 주도적 자치공동체 : 『오월의 사회 과학』의 ‘절대공동체’ 

논의와 한나 아렌트 정치이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4)

『공연(公演)의 정치에서 심의(審議)의 정치로?：한국 참여민주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아렌트 정치행위론적 성찰』,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2014)

『Multiculturalism, Identity Formation, and the Nomadic Ethics－A 

Deleuze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Deliberative Democracy』,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3호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2호(2013)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 비춰 본 1987년 이후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국제

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약속의 정치학 : 한나 아렌트의 로마 커넥션과 그 함의』, 『정치사상연구』, 제

17집 2호 (2011)

연락처

sykphil@khcu.ac.kr

학력

학사) 연세대(한국사전공)

석사) 미시간주립대(Communications)

박사) 미시간주립대(사회학)

경력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NGO · 시민정치전공 주임교수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 역임

한국인권재단 이사 역임

참여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역임

서울 YMCA 시민정치위원 역임

한국기업윤리학회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 역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역임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교육원장 역임

간략연구실적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이론 고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함의』,  

『인문사회21』, 제7권 제4호 (2016)

『The Regional Regime of Accumulation in Ulsan City,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16, No.30

『New Policy Direc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Busan in Korea』,  

International Regional Research Review 2016, Vol.1

연락처

socio@khcu.ac.kr

서유경 교수 임정근 교수

교수 소개학부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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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 학부장 겸 인문 · 고전전공 주임교수 NGO · 시민정치전공 주임교수



전공소개

1. 인문 · 고전 전공

인문 · 고전 전공은 인문학(Humanities)과 고전학(Classics)이라는 두 학문 분과를 창조적으로 융합한 교육과정으로서 국내 · 외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이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효과를 추구합니다. 특히 명문 사학 경희학원의 3대 교육 이상인 ‘피스 바

(Peace BAR)’―정신적인 아름다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인간적인 보람―를 추구하는 네오르네상스형 인재상을 중심으로 미래의 

문화 세계 창조에 공헌할 품격 있는 인재, 인문학과 고전학에 대한 건실한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둔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태도를 

겸비한 유연한 인재, 수준 높은 교양과 문화 소양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21세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NGO · 시민정치 전공

NGO · 시민정치 전공에서는 새로운 21세기적 지도자 상에 부합하는 전인적 시민을 양성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21세기 국제시민리더십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와 지구시민사회의 특성과 국내 정치 

현장의 구체적 이슈 및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구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갖추고 한국 시민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부 특성화 프로그램

1. 인문 · 고전 전공

가. 동서양 고전 강독 모임 운영

- 고전학적 깊이와 문화적 소양을 내재화할 고전강독 모임 운영

나. 연설문 작성과 발표 기법 시연회

- 인문학 관점들을 문장 속에 입체적으로 녹여내고, 작성된 연설문을 말로 표현하는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시연회 연 1회 개최

2. NGO · 시민정치 전공

가. 국내 · 외 지자체 및 NGO들과 연계된 현장 파견

- 시민사회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국내 · 외 시민정치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에 개설될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전공 및 유관 NGO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소개

후마니타스 학부 교육 목표

- 미래 문화 세계를 창조할 네오르네상스(Neo-Renaissance) 형 인재 양성

- 인문 · 고전 지식과 소양, 사회과학적 실천력을 겸비한 세계시민 양성

- 정신적 아름다움, 물질적 풍요로움, 인간적 보람을 추구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

후마니타스 학부 교육과정의 특성

1. 2개의 전공 학사과정 : 인문 · 고전 / NGO · 시민정치

•인문학, 고전학, 사회과학의 3분과 학문 융합 과정

•‘인문 · 고전’과 ‘NGO · 시민정치’라는 두 개의 전공 과정 사이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학부 1년 차와 2년 차 교육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14개의 공통과목을 이수

•3년 차에 양 전공 중 하나를 선택(단일전공), 또는 2개 전공 모두 선택(복수전공)

2. 문화창조대학원 내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전공 석사과정 연계

•인문학, 고전학, 사회과학의 3분과 학문 융합의 특화 · 전문화 과정

- 시민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 연마를 통한 이론과 실제의 접점 발견

- 네오르네상스적 소양과 태도, 21세기의 전환적 리더십 역량을 갖춘 지도력 배양
교육과정

인문 · 고전 전공 NGO · 시민정치 전공

4학년

•아렌트 정치미학 (4-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4-1)

•4차 산업혁명과 인류 문명 (4-1)

•동서양 고전 수사학 (4-2)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4-2)

•기후변화의 인류학 (4-2)

•한국의거버넌스와 미래정치 (4-1)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4-1)

•UN과국제NGO (4-2)

•NGO현장실습 (4-2)

3학년

•고대 인류 문명 탐험 (3-1)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강독 (3-1)

•젠더 심리학 (3-1)

•전쟁, 평화, 그리고 종교 (3-2)

•몸, 문화, 그리고 정치 (3-2)

•한중일 사회, 문화, 경제의 특징 (3-2)

•시민정치론 (3-1)

•사회적 경제와 CSR (3-1)

•국제기구 실무론 (3-1)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 (3-2)

•국제 개발협력과 빈곤 (3-2)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3-2)

2학년

•인물로 배우는 정치학 2 •돈이 만든 세계와 대안경제 •소셜미디어와 시민정치 

•시민운동의 어제와 오늘 •미국 민주주의론 •현대중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사업 (2-2)

•연설문 작성과 발표 기법 

1학년

•인간은 누구인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인 •한국 사회 이슈 따라잡기

•인물로 배우는 정치학 •사회문제론 •일본학개론

•글로벌 컬쳐 코드 

※ 1학년 · 2학년 교과목은 1학기 · 2학기 모두 개설

※ 1학년과 2학년 과정은 학부에 개설된 전공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3학년 과정부터 전공 선택

※ 위 교육과정은 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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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및 대학원 소개

1. 졸업 후 진로

인문 · 고전

전공

직업군
언론-출판계의 인문-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 및 진행자, 문화 평론가, 출판기획, 인문-고전

저술가, 인문-고전 교육자(초 · 중 · 고교의 인문, 고전, 국민윤리 교사의 제2 전공 학위 취득) 등

자격증

취득준비

리포터, 논술 지도, 독서 지도, 숲/강 해설, 문화재 해설 등의 자유직업가(Freelancers),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시험 준비자 등

진 학 국내 · 외 대학원 진학 : 로스쿨, 인문학, 고전학, 사회과학, 여성학, 예술 및 디자인 등

NGO · 

시민정치

전공

시민운동
환경 · 여성 · 아동 · 청소년 · 소비자주권 · 인권 · 통일 · 국제구호 분야 전문NGO활동,

선교 및 포교 활동, 시민운동단체 창업 등

취 업
국제기구 및 구호단체, 시민단체(NGO섹터), 방송사, 기업홍보실 및 사회공헌팀, 사회복지

기관, INGO, 해외선교단체, 글로벌 기업, 해외 한국어 교사, 기타 공공외교 기관 등

시민정치 시 · 군 · 구 · 도의원 출마,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보좌관, 지방행정직 공무원 등

진 학 국내 · 외 NGO대학원, 행정대학원, 정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환경대학원, 로스쿨 등

2.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전공

가. 전공소개

- 미래를 선도하는 실천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전환적 세계관을 담은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

-    세계화 시대의 지도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지구적 시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초점을 맞춘 국내 · 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럽, 미국 등 국내 · 외 비교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능동적 해결방안의 창출과 미래 시민정치의 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나. 미래시민리더십 · 거버넌스 전공 교육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부 신·편입생 모집

1. 지원자격

신입(1학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편입(2학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혹은 4년제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편입(3학년)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혹은 4년제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구분 비고

인터넷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www.khcu.ac.kr/ipsi

전형료 납부 입학안내 홈페이지 ‘내원서관리’에서 전형료(30,000원) 신용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납부

자기소개와 인성검사

자기소개(80%) - 원서접수 기간 내 임시저장 버튼을 활용하여 수시 작성 및 수정 가능

인성검사(20%) - 객관식 50문항 내외, 40분 이내로 응시

서류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제출

홈페이지에서 입학전형에 맞는 제출서류 확인

(우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처

3. 모집일정

구분 정시모집 (1차) 추가모집 (2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 6. 1(목) 10:00 ~ 7. 7(금) 21:00 2017. 7. 20(목) 10:00 ~ 8. 18(금) 21:00

합격자 발표 2017. 7. 13(목) 10:00 2017. 8. 24(목) 10:00

합격자 등록 (입학금 납부) 2017. 7. 13(목) 10:00 ~ 7. 16(일) 21:00 2017. 8. 24(목) 10:00 ~ 8. 28(월) 21:00

추가 합격자 발표 2017. 7. 17(월) ~ 7. 18(화) 2017. 8. 29(화) ~ 8. 31(목)

학생 등록 및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2017. 7. 27(목) 10:00 ~ 8. 3(목) 17:00 2017. 8. 29(화) 10:00 ~ 8. 30(수) 17:00

개강 및 강의 송출 2017. 9. 1.(금) 12:00

※ 입학금 납부기간 중 입학금(30만원) 납부한 후 수강신청 소정 기간에 개인별 수강신청 학점(과목)수에 따라 수업료 납부(학점 당 80,000원)

4. 장학금 혜택 (후마니타스 장학 제도)

후마니타스학부로 입학할 경우

1. 10년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수업료의 20%

2. 최근 10년 이내 문화예술 관련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는 수업료의 30%

3.   비영리단체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공헌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종교

성직자 포함)는 입학 후 1년간 15학점 수업료의 30%(36만원) 장학 혜택을 제공합니다.

Humanitas School 경희사이버대학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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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전공자
선수과목

연구방법론 미래시민리더십프로젝트연구 학위논문연구

시민정치 트랙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정치혁신론

글로벌리더십비교세미나

21세기선거캠페인

정무판단론

전환설계론

미래 거버넌스 트랙

미래삶의설계실습

미래사회의정치구조

도시거버넌스

메타전략론

미래설계론

위험사회와예방리더십

미래가치와전환적리더십

시민정치철학세미나

미래학세미나

글로벌거버넌스론

역사와리더십 :

하벨의가치정치론

인간은누구인가?

인물로배우는정치학

한국의시민사회와NGO

시민정치론

심화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