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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9

활용방법

과정 종류 및 대상 

과정명 대상

군 역량 강화 인증 과정 일반

뚜레쥬르 제과·제빵사 직무 역량 과정 CJ푸드빌 관련 협력사 재직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일반창직 과정 

ESG 리더십 과정

SPC 식품산업 융합인재 양성 과정 일반 및 학점교류생

경희나노디그리

진로 및 자기개발,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단기 교육과정입니다.

01 02

03 04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

창업, 진로개발, 사회경력 단절 이음 등의 분야 

관련 사회적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직업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 등의 분야 

관련 사회적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경희 철학을 담은 세계시민교육 차원의 

사회기여 및 사회봉사 등의 분야 관련 사회적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경희나노디그리

특징

1  관심 있는 인증 과정 선택

↓

2  재학 기간 내에 관련 교과목 수강

↓

3  인증기준 충족 후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신청

1  관심 있는 인증 과정 선택

↓

2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

(학사과정 혹은 시간제 등록생)

↓

3  인증기준 충족 후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신청

 군 역량 강화 인증 과정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의 안녕 등 미래인류사회 안정을 책임질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관련 역량

국가안보와정보

군리더십이론과실제

군사심리학

군경조직행동론

군경상담의실제

국가와나

전쟁과문명

공공안전관리전공

상담심리학과

교양학부

※ 본교 입학을 통한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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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일반(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과정 개요 사회 안전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의 변화와 산업발달로 인해 인류가 처하게 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 공공의 안녕을 책임지는 군 관련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 전문성 강화 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7개 교과목 중 3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국가안보역량

군리더십역량 미래전략전술역량

군 인재 역량

관련 학부(과)·전공관련 교과목

※ 일반 : 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재학생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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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쥬르 제과·제빵사 직무 역량 과정

글로벌 베이커리 트렌드를 선도하는 뚜레쥬르 재직자 대상 제과·제빵 직무 관련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특징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다양한 내용과 포맷의 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관련 역량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필수」

제과제빵론

파티쉐실무

「선택」

푸드코디네이트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외식서비스위생학

교육 대상 CJ푸드빌 관련 협력사 재직자(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과정 개요 제과·제빵 분야 직무 역량 강화, 직업 전문성 신장 등 글로벌 식품 문화를 선도하는 CJ푸드빌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6개 교과목 중 4과목(필수 2과목, 선택 2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관련 학부(과)·전공 관련 학부(과)·전공관련 교과목
「필수」 「선택」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온라인·소셜마케팅

디지털미디어의이해 

디지털방송의현재와미래

영상제작실무 

콘텐츠스토리텔링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

교육 대상 일반(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과정 개요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동영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포맷의 커뮤니케이션

론 채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9개 교과목 중 4과목(필수 2과목, 선택 2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일·학습 병행을 위한  

산업체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직업 전문성 신장,  

직무 역량 강화 등  

사회적 필요 역량 강화

뚜레쥬르  
제과·제빵사  
직무 역량 과정

기초 소양 역량

MCN, 저작권, 크리에이터 

윤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콘텐츠 제작 및 기획 역량

영상촬영, 편집 및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

콘텐츠 비즈니스 역량

비즈니스 및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콘텐츠별 

경제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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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직 과정

창직 역량을 함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함으로써 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관련 역량

「필수」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선택」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창직브랜드마케팅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

관련 교과목

교육 대상 일반(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과정 개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기존의 직무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등 자신의 창조적인 아이디

어와 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창직 역량 함양 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6개 교과목 중 4과목(필수 1과목, 선택 3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기회인식
역량

실행 
역량

아이디어창출 및  
계획 수립 역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 운영 계획 수립

일자리 변화 이해 및 

자기분석을 통해 창직 기회 

인식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창직 

성공 전략 및 브랜딩 실행

공공안전관리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글로벌경영학과

금융전공

관련 학부(과)·전공

        ESG 리더십 과정

기업 경영 분야의 세계적 메가 트렌드인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

관련 역량

관련 교과목

교육 대상 일반(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과정 개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ESG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시대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이루어 나가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역량 

교육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11개 교과목 중 각 역량별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4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ESG 리더십 역량 
ESG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역량

ESG 내재화 역량 
ES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ESG 시민 역량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NGO사회혁신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교양학부

관련 학부(과)·전공

ESG 내재화 역량

북극곰의운명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거버넌스

ESG 시민 역량 

기후변화와문명사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상생의길 

포스트코로나시대의전환문명

ESG 리더십 역량

ESG경영개론 

ESG혁신경영사례 

ESG기반환경경영 

CSR과지속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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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과정별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SPC 식품산업 융합인재 양성 과정

식품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SPC식품과학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단기 교육과정

관련 역량

교육 대상 일반(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교류생

과정 개요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 경영실무, 식품산업 기획 역량 함양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산업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이다.

인증 기준 아래 8개 교과목 중 4과목 이수 시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 발급

세계식문화의이해 

와인과맥주,카페이야기

신상품개발론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제과제빵론 

푸드코디네이트

외식산업과법규 

유통관리

SPC 식품산업 융합인재

세계 각국의 문화 및 음식 문화의 의미 파악, 

지역-기후-종교별 음식문화 차이 파악, 환대 산업과 고객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서비스 마케팅 플랜 수립 등

유통(운송, 하역, 포장 등)의 문제 연구, 

물류문제의 기획과 관리, 정부정책 및 

제도 파악 등

식(食, Food)관련 직업인이 되기 위한 

융복합적 관계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개념과 이해, 신상품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 인식 역량

식품산업 기획 역량경영실무 역량

글로벌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교양학부

관련 교과목 관련 학부(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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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희나노디그리가 뭔가요?

A. 경희나노디그리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단기 교육과정입니다. 사회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혼자만의 힘으로 경쟁력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런 시대 흐름과 사회 요구에 맞추어 진로 및 자기개발,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단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총장 명의의 경희나노디그리가 발급됩니다.

Q2. 경희나노디그리 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수강신청 기간에 경희나노디그리 각 과정별 관련 교과목을 신청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수조건에 맞게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후, 매 학기 인증서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인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경희나노디그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경희나노디그리는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졸업 전에 인증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학사학위와 무관하게 경희나노디그리 과정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신청이 완료된 후 소정의 인증 절차를 거쳐 소속 학부(과) 및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경희나노디그리를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단기간에 필요한 핵심 교과를 집중적으로 수강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맞춘 전문 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희나노디그리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된 취업, 공모 등에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경희나노디그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경희나노디그리의 전반적인 상담 및 인증서 발급에 관련된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02-3299-8849)로 문의해주시고, 각 

과정별 관련 교과목의 개설여부 및 이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교과가 개설된 학부(과) 및 전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나노디그리 상담 안내

 경희나노디그리 전반적인 상담 및 인증서 발급 문의 : 교수학습지원센터 02-3299-8849

 경희나노디그리 각 과정별 관련 교과목 개설여부 및 이수결과 문의 : 교과목 개설 학부(과) 및 전공

학과(전공) 전화번호

미래
·

문화
·

글로벌
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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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후마니타스학과 02-3299-8623

NGO사회혁신학과 02-3299-8626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청소년·가족전공 02-3299-8657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일본학과 02-3299-8671

중국학과 02-3299-8676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02-3299-8654

이민·다문화전공 02-3299-8654

한국어학과 02-3299-8648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실용음악학과 02-3299-8643

문화예술경영학과 02-3299-8673

미디어영상홍보학과 02-3299-8674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02-3299-8651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02-3299-8651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02-3299-8610

부동산전공 02-3299-8683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02-3299-8656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02-3299-1390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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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①   지하철 1호선 회기역 ② 지하철 중앙선 회기역 하차 

회기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1번 > 경희사이버대학교 하차 (5분 소요)

① 경희대 앞 정류장 : 201번 간선버스, 273번 간선버스 

② 회기시장 정류장 : 120번 간선버스, 147번 간선버스, 261번 간선버스, 1222번 지선버스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력

우)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네오르네상스관 B208)

- 전화 : 02-3299-8849

- 홈페이지 : ctl.khcu.ac.kr

01.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등용문)  02. 경희사이버대학교(네오르네상스관)  03.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지하철 이용 시

버스 이용 시

승용차 이용 시

주소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