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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총장 장지호 교수 취임

2022. 02
한국국제교류재단 2022~2024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 협약 체결

2021.07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협약 체결

2020. 12
차세대 글로벌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2020. 07
마이크로러닝센터 마이크로러닝 시범강좌 오픈

2020. 0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1호 · 2호 개관

2016. 0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Full-HD 스튜디오 4호 개관식

2016. 03
아시아 6개국 11개 외국어대학 ‘아시아 지역 외국어대 협의체’ 발족

2015. 12
‘학습동기를 반영하여 번들 및 클립을 추천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과목이수 

관리시스템 및 과목이수관리방법’ 특허 출원

2015. 02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 도입

2014. 05
개교 10주년 기념식

2013. 0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교사 준공

2012. 0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원

2012. 0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개원

2012. 02
신축교사 기공식

2010. 0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모바일캠퍼스 구축

2008. 10
고등교육법 전환 최종 인가

2008. 0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2007. 06
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전영역 우수대학 선정

2004. 03
사이버외국어대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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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미래로! 꿈을 현실로!

사이버한국외대!
당신을 세계로 인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아날로그 기반의 교육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한 것처럼, 교육의 기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공간의 경계는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지식체계는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증폭시키는 중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 ·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은 

실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2004년에 개교한 우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진리 · 평화 · 창조’라는 창학 정신을 기반으로 

언어, 사회, 문화, 지역학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또한 

학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국내 최고 교수진과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토대로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미래형 고등교육기관’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 ·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안주하는 순간은 곧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2년에는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TESOL 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을 개원했으며 ▲‘외국어 + 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언어 +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과정 ▲‘실용교육 + 유망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질적 내실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신축교사 건립으로 외향적 

성장까지 완성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꽃을 피우는 제2의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장기적인 목표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100년을 내다보겠습니다.

생각하면 꿈에 그치지만, 행동하면 현실이 됩니다.

저와 교직원 모두는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장  지  호



세계 3위 규모의 

언어교육기관인 한국외대의 

45개 외국어교육 노하우 집약

학점교류로 

재학 중 최대 35학점까지 

한국외대에서 수강 가능

한국외대 교수진의 직강, 

도서관 및 캠퍼스 등 

모든 시설 공유

한국외대와 함께 가는 100년 외대의 중심

국내 사이버대학교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대학교!

Only 1의 가치로 노하우가 다른 No.1 교육을 실현합니다. 

01한국외대 기반의 

명품 교육서비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사이버 교육의 중심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병행되는 수준별 맞춤교육!

교육의 차원이 다르기에, 배움의 깊이도 다릅니다. 

02한국외대 기반의 

명품 교육서비스

온라인 ·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학생과 교수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열린 교육’ 실현!
수준별 맞춤교육과 1:1 집중교육의 시너지 효과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동아리 모임, 그룹스터디, 

커뮤니티 활동, 학교 축제 등 다채로운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정규수업 외 내 · 외국인 교수와 

매주 함께하는 온라인 · 오프라인 특강

현장감 있게 진행되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특강

온 ·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습자 수준별 외국어 집중교육 및  

1:1 전화 회화수업

최정예 교수진의 명품 교육콘텐츠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의 학생 맞춤형 콘텐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명품 콘텐츠로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03한국외대 기반의 

명품 교육서비스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국내 · 외 최고의 교수진!
미래를 보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합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다 원어민 

교수진 확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서 콘텐츠 우수성 인정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K-MOOC 사업 선정 등

정부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참여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학생 맞춤형 강의를 위한

클립 콘텐츠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도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 

VR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강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he Best인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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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e러닝 · 스마트러닝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시스템, 100% 온라인 및 모바일 수업!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배우는 교육의 혁신이 펼쳐집니다. 

04한국외대 기반의 

명품 교육서비스

PC와 모바일 경계 없는 스마트러닝!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초월해 생활 속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교수자 · 학습자 수업 편의성 

제고와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모바일 캠퍼스 구축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한 강의 수강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UHD(Ultra High Definition)까지 

제작하는 최첨단 스튜디오 구축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라이브 강의실 운영 :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의 장 확대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운영 : 

웹페이지 로딩 속도 및 안정성 향상을 통해 해외 거주 학생들의 접근성 및 수강 편의성 강화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장애 학생들을 위해 모바일 강의에 

자막 서비스 도입

HTML5 웹표준을 적용한 학습활동 : 

게임하듯 학습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는 

상호작용 실현

‘외국어 + 문화’ 글로벌 특화교육

외국어와 문화를 함께 습득하는 진정한 글로벌 교육!

세계로 가는 교육으로, 세계가 찾는 인재를 키웁니다.

05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세계 곳곳을 무대로 더 넓게, 크게 펼쳐지는 국제적인 교육 인프라의 힘!
외국어 그 이상의 생생한 체험으로 글로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와 지역 문화를 함께 

습득하는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

해외 유명 대학과의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학점교류 교환학생’ 등 

세계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태국, 러시아 등의 

해외대학 · 기관과 교류협력

‘언어 + 실용학문’ 융복합 교육

세계 수준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실용 중심 교육!

외국어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핵심 인재로 거듭납니다.

06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외국어만 잘하는 반쪽 인재가 아닌, 실무에도 탁월한 완전한 인재!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실용교육으로 남다른 글로벌 스펙을 완성합니다.

‘언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지식 교육 실시

통 · 번역가, 글로벌한국어교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글로벌 지역 전문가, YouTube 마케터 및  

디지털 광고 전문가, 공인회계사, 안전 · 보건 전문가 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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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편의 서비스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꿈과 열정을 지원합니다. 

08최상의 

학생지원서비스

무엇을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편에서, 학생 중심으로 움직이는 서비스로 감동과 행복을 전합니다.

명사 초청 온 · 오프라인 
교양 특강 진행

배움에 열의를 다하는 학생을 위해 

매주 토요일 사이버관 6층 

라운지 운영

병원, 미술관, 서점 등과의 

협정을 통해 의료비 할인, 

문화 활동 등 복지 제공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의

One Click-One Stop 헬프데스크

운영 : 연중무휴 24시간 IT 지원 서비스

(PC · 모바일 원격지원, 수강지원 등)

어학능력 함양을 위한 

언어권별 어학레벨 테스트 실시 및 

FLEX 응시료 지원

1:1 맞춤형 학습 시스템

석 · 박사급 튜터의 학습지원 및 선택형 집중학기!

수준과 목표에 맞게, 원하는 학업 코스를 설계합니다.

09최상의 

학생지원서비스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목표에 맞게 빠르게 졸업한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의 힘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최저학점 수강제, 재학연한 폐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학습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

교과목별 해당 전공 분야 

석 · 박사급 튜터의 학습지원

전문 튜터의 1:1 맞춤형 학습 지원 서비스 : 

학업진도 관리, 외국어 첨삭 지도 등

폭넓게 누리는 장학혜택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누리는 장학혜택!

진정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열린 기회입니다. 

10최상의 

학생지원서비스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가 아닌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장학지원!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따뜻한 장학의 혜택을 드립니다.

학습 연속성과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집중학기 및 조기졸업제도 운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진학 시 

동문 장학혜택 제공

입학장학금, 

직장인 · 해외직장인장학금, 

전업주부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우수인재장학금, 위탁교육장학금, 

희망장학금, 다문화장학금, 

새터민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세분화된 장학제도로 

장학금 수혜의 폭을 크게 넓혀 

학생들의 가능성을 적극 지원

‘실용교육 + 유망 자격증’ 취득 과정 

취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가장 실용적인 나만의 성공 플랜이 한눈에 보입니다.

07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내 일’이 있는 ‘내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린다!
보다 앞서가는 취업 경쟁력으로 꿈꾸던 미래를 성취합니다.

영어학부  

CUFS영어번역사 자격증,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방과후 어린이영어 지도사 

수료증 등 다양한 자격증/수료증 과정 운영

일본어학부 

CUFS일본어번역사 자격증, CUFS 일본어 지도사 

과정 수료증, CUFS 일본취업 마스터 과정 수료증 

취득과 관광통역안내사, JLPT, FLEX 대비과정 운영

중국어학부  

CUFS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 

CUFS중국어번역사 자격증,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수료증, 

항공실무중국어 수료증 취득과정 운영

한국어학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 한국어 고급과정 수료증,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수료증, 한국어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 운영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CUFS베트남어번역사 자격증, 

CUFS인도네시아어번역사 자격증과 관광통역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스페인어학부  

CUFS스페인어번역사 자격증, 스페인 정부 

공인인증시험 Certificado DELE 취득과정 및 

FLEX 대비과정 지원

마케팅 · 경영학과  

YouTube 크리에이터 · YouTube 마케터 교육과정 

운영, 경영지도사 · 유통관리사 등 국가자격증과 

경영 · 회계 자격증 취득 지원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과정 운영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 자격증 취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별색 표시된 자격증(7개)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입니다. 상세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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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 학과장 소개

마케팅 · 경영학과

최서연 학과장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마케팅광고 전문가 & 경영회계 전문가

마케팅 · 경영학과는 영어학부 등 외국어 관련 학부와 연계해 국내외 

외국인 및 해외 영업을 위한 Business English 등 외국어 습득과 함께 

마케팅광고, 경영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전공 교육을 통해 마케팅

광고 전문가, 경영회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외대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하는 깐깐한 이론 교육과 현장의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진의 체험적 실용 교육이 우리 학과의 장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 경영학과에서 국내외 마케팅을 위한 

어학 실력과 함께 외국어 그 이상의 경계를 넘는 마케팅광고 전문가, 

경영회계 전문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이 되어 드리

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We will be the solution.

주요 경력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인사조직)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 관리회계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회계정책학회 이사

· 국가공인 AT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 세무사 사전출제위원 역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 한국 창업지도사협회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

· 서울디지털대학교 조교수 역임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임양환 학과장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에서는 심리학의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심리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갖추어져 있어서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경력

·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경영학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마케팅 전공)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어학부

이민우 학부장

전 세계의 많은 언어 중에 한국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세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부는 2007년 설립 이후 “세계 한국어교육의 허브”를 지향

하며 세계와 호흡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부의 한국어

교육전공은 외국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학부의 한국어전공은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계와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꿈 꾸시나요? 

외국인으로서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를 꿈 꾸시나요?

지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국어학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 · 오프 교육으로 여러분의 

길동무가 될 것입니다.

주요 경력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

· 이중언어학회 연구이사, 편집위원

· 한국어 의미학회 정보이사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임영호 학부장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약 1억에 달하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멀라유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2억 8천여

만의 인도네시아와 3천여만의 말레이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에 있어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의 언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이해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지역 

경영을 전문분야로 특화한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지역에 관한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동남아학을 

선도해온 한국외국어대학의 관계 학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아세안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인재로 만들 것입니다.

주요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학사

·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인도네시아어문학과 학사

·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언어학과 석사

·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 KBS 국제 방송국 인도네시아어 방송 번역 작가 및 한국어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인도네시아어과 과정 강사

· 우송대학교 경영학부 인도네시아 특화과정 담당 초빙교수

· 관광통역사 인도네시아어 면접위원

스페인어학부

김수진 학부장

스페인어는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여 개국

에서 5억 인구가 모국어 및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치 · 외교 

· 통상 · 문화 등 국제사회 교류의 장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학부의 교육과정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지향합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의 언어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에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학부는 세계로의 통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주요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 (통역 전공)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중남미문학 전공)

· 문학번역가

· 서울대, 한국외대, 경찰대, 경희대 강사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총무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편집위원

· 한국동서문학비교학회 윤리위원장

· EBS 스페인어 담당

일본어학부

정현혁 학부장

일본어학부는 일본학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의 

온라인 강의를 비롯하여 일본 유명대학 어학연수, 문화탐방,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진행되는 원어민과의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 · 오프라인 특강, 1대1 

동북문교대학 학생과의 소통프로그램(JK-BC), 1대1 모모야마

학원대학 학생과의 소통프로그램(JK-MC), 전화 일본어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본어학부 졸업생들이 매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과 더불어 일본계 기업 및 일본대사관 

등의 공공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어학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일본어 전문가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일본어학전공) 졸업(석사) 

·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일본어학전공) 졸업(박사) 

· 한국외대, 인하대, 숭실대, 이화여대, 일본공립여자대 강사역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역임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역임

·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이사역임

· 일본 동북문교대학 객원교수 역임

· 한국일어일문학회 이사

· 한국일본어학회 편집위원

·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학부장

중국어학부

이선희 학부장

중국어학부는 기초회화능력을 탄탄하게 기르고, <통 · 번역>, <항공>, 

<의료>, <호텔 · 관광> 등의 전문분야에서 중국어로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학부는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과 중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글로벌 

인재 배양을 목적으로 <중국어번역사자격증>,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수료증>, <항공실무수료증> 등 

경쟁력 있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이버대학교 중국 관련 학과 중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문들간의 끈끈한 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동남

아시아 등 중국어 문화권에서 재학하고 있는 현지 동문들과 언제 

어디서나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문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졸업 (통번역학석사)

· 북경어언대학교 한어언문자학과 졸업 (문학박사)

· 2016.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장

· 2018.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

· 2020.2 이러닝혁신전략원장, 마이크로러닝센터장

· 2020.8 교수학습개발센터장

· 2018.5.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책임연구원

· 2018 K-MOOC 바로쓰는판매외국어 개발책임

· 2021 K-MOOC 묶음강좌, 클릭하며 배우는 진료중국어 개발책임

· 2015 개정교육과정 중등/고등학교 중국어교과서 (파고다북스) 대표저자

· 한국중국언어학회 편집이사, 총무이사    · 중국어문연구회 연구위원

·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재무이사    · 중어중문학회 학술이사

· 가톨릭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류단 연구교수

· 한국문학번역원 북경논단 동시통역 외

· 2022.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처장 

·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장

영어학부

이종봉 학부장

영어학부는 국내 사이버대학 영어학부 중 최다 재학생을 보유하여 

<실용·비즈니스영어>, <TESOL>, <영어통번역>, <항공관광영어> 

4개의 세부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영어학부의 

<CUFS 영어번역사 자격증>,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방과후 어린이영어 지도사 수료증> 등 다양한 수료증/

자격증 과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각계 각층에서 영어전문가로 진출

하고 있습니다. 

영어학부는 최고의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내 · 외국인 

교수진의 전문성 있는 전공 강의와 더불어 토요 특강 및 전화영어 등의 

블렌디드 러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 유튜브 및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저명인사 초청 콜로퀴엄, 유튜브 라이브 특강, 취 · 창업 

특강 등을 진행하여 학우님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소통의 창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 영어학부와 함께 설계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석사

·   Georgetown University, Masters of Arts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in Second Language Studies

·   나고야상과대학 영어학과 조교수

·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AAAL) 2021 Graduate 

Student Award committee 

·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AAAL) 2022 Graduate 

Student Award committee chair 

·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AAAL) 2023 Early Career 

Task Force

·   한국응용언어학회 편집이사 

·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학부장 

산업안전학과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는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우리

나라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2,000명 넘게 사망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입법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8년 

3월에 ISO 45001 국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제정 공표 등으로 

기업체에서는 많은 안전 · 보건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학과는 산업안전과 위생 · 보건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과 안전보건에 관한 학습을 병행하며 안전 및 보건 전문가가 되는 

길은 사이버한국외대의 산업안전학과가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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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st  TOP CLASS, CUFS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   실용 · 비즈니스영어 전공

   실용영어 트랙

   비즈니스영어 트랙

● TESOL 전공

   영어교육 트랙

   어린이영어교육 트랙

● 영어통번역 전공

   영어번역 트랙

   영어통역 트랙

● 항공관광영어 전공

   항공영어 트랙

   관광영어 트랙

● 중국어 전공

   실용중국어학습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

   중국어번역사자격증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수료증

   항공실무중국어 수료증

● 일본어 전공

   비즈니스 트랙

   통번역 트랙

   대학원 트랙

   일본유학 트랙

   일본어번역사 자격증 과정

   일본어지도사 수료증 과정

   일본취업마스터 수료증 과정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과정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 한국어 전공

   한국어고급 과정

   비즈니스한국어 과정

   한국어통번역입문 과정

● 스페인어 전공

   실용스페인어트랙

● 베트남학 전공

   베트남어 트랙

   베트남지역학 트랙

● 인도네시아학 전공

  인도네시아어 트랙 

  인도네시아지역학 트랙

마케팅 · 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 마케팅광고 전공

● 경영학 전공

● 산업안전 전공 ● 심리학 전공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

사이버한국외대의 힘



교육목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TESOL 전문가
● TESOL 전공 과정 등 영어교육 학습 및 영어교재 연구, 각종 원어민 특강을 통한 ‘영어교육 전문가 육성’ 

균형 있는 어학 능력을 겸비한 통 · 번역 전문가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어학 교육 및 영한 · 한영 번역 수업과 통 · 번역 이론 학습을 통한  

‘영어 통 · 번역 전문가 육성’

국제 업무 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 인력
●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문서류 작성 등 각종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영어 전문가 육성’

영어권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
● 영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능통한 ‘항공 · 관광 영어 전문가 육성’

교육특징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러닝 교육서비스
● 실용 · 비즈니스영어, TESOL, 영어통번역, 항공관광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
● 내 · 외국인 교수진의 정기적인 특강 (회화, Debate, 토익, English Writing 등)
● 저명 인사 초청 콜로퀴엄/취 · 창업 대비 세미나

최다 외국인 교수진
● 해외 저명 대학 출신의 우수한 원어민 교수진
● 매주 내 · 외국인 교수의 토요 특강 및 전화영어, 영어학습 학부 유튜브 채널 운영

자격증 및 수료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자체 수료증
● CUFS TESOL 수료증 ● 영상번역 수료증 
● CUFS 컨벤션기획사영어 수료증 ● 방과후 어린이영어 지도사 수료증 
● CUFS 무역영어 수료증 ● 항공실무영어 수료증
●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 관광통역안내사 수료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발급 자격증
● CUFS영어번역사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영어교육 전문가

- 방과 후 영어지도사,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커리큘럼 전문기업, 온라인 영어교육 및 공부방 창업, 학원강사 등

영어번역 전문가 컨벤션, 관광 프리랜서

- 출판번역, 산업번역, 영상번역 등 - 컨벤션기획사(1급/2급), 관광통역가이드  

기업체 국내 · 외 대학원 진학

-   항공사(승무원), 관광 및 호텔 · 여행사,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진학 시 장학혜택 

국내 및 외국계 기업  - 한국외대 대학원 및 일반 대학원 진학

TEL  02-2173-2367/3958/8738     

E-mail  english@cufs.ac.kr     

카카오톡  english2367

Department of  

ENGLISH

영어학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전문가

영어학부는 2,8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다 원어민 전임 교수진

을 확보하여 실용 · 비즈니스영어, TESOL, 

영어통번역, 항공관광영어의 4가지 세부전공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규수업 

외에도 원어민 교수진의 토요 특강 및 전화

영어, 명사 초청 콜로퀴엄 등으로 차별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UFS 영어

번역사 자격증,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방과후 어린이영어 

지도사 수료증 등 다양한 자격증/수료증 또한 

취득 가능합니다.

실용 · 비즈니스영어 
전공

TESOL 
전공

영어통번역
전공

항공관광영어 
전공

주요 교과 과정 

아래 전공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목표

중국문화 지식제공
●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

실용적 전문지식 함양
● 한 · 중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 교육 및 각종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 완벽한 의사소통 및 통 · 번역까지 가능한 교육과정 제공

교육특징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 화상특강 실시
● 개인별 수준에 따른 원어민 강의 개설

방학 중 단기 해외언어연수 실시
● 북경어언대학, 대만국립고웅사범대학 등 유수 대학 연수
● 중화권 해외문화 탐방 실시

각종 자격증 과정 운영
● 어린이중국어지도사과정,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과정, 중국어번역사과정, 항공실무중국어과정

국내 글로벌교육 강화
● 방학 중 고웅사범대학교 강사진 내한 몰입식 SUMMER SESSION 실시
● LANGUAGE PARTNERSHIP을 통한 대만·중국 대학 학생들과 온라인 언어교류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
● CUFS 중국어번역사 자격증
● CUFS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수료증
● CUFS 항공실무중국어 수료증
● 新HSK, FLEX 등 각종 언어능력 시험 응시 가능

졸업 후 진로

중국어 교육 전문가 중국어 통번역 전문가

- 어린이중국어지도사 - 출판번역, 영상번역

- 온 · 오프라인 중국어 교육 - 국제회의 통역

- 방과 후 중국어지도사

중국어 전문 프리랜서 및 취업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일반대학원(중어중문학) - 통번역대학원(한중과)

- 전문관광가이드 통역 - 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 - 교육대학원(중국어교육)

- 국내외 항공사 취업 - 중국 및 대만지역 대학원 유학

TEL  02-2173-2368

FAX  02-2173-8759

문자상담  010-2130-2368

E-mail  chinese@cufs.ac.kr

YouTube  사이버한국외대중국어학부

Department of  

CHINESE

중국어학부

중국 전문가 양성

중국어학부는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

으로써 한 · 중 교류의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전공

주요 교과 과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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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일본관련 기초지식 함양
● 일본어의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학교육(WLA) 과정 편성

각 분야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 양성
● 일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지역 등 일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문지식에 관한 교과과정 편성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응용할 수 있는 실용 일본어 교육
● 기초 일본어 지식을 활용한 실용 일본어 교과과정 편성

교육특징

학습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
● 비즈니스 · 취업, 대학원, 통번역, 유학, 지도사 등 학습자의 진로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 다양한 일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정 운영

일본 현지 수준의 교육 서비스
● 박사학위 원어민 교수의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 · 오프라인 특강
● 원어민 교수의 차별화된 전화 일본어 실시

일본 대학의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 벳푸대학, 히로시마대학, 동북문교대학 등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 탐방
● 동북문교대학 학점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일본어번역사 자격증
● CUFS 일본어지도사과정 수료증
● CUFS 일본취업마스터과정 수료증
●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JLPT, JPT, FLEX, EJU, BJT) 및 공인 관광 통역안내사 수료증 취득 교과과정 운영

졸업 후 진로

비즈니스 트랙

- 일본계 기업, 무역회사, 문화산업, 여행사, 호텔, 항공사, 관공서, 방과후 일본어 교사, 학원 강사 등

대학원 트랙

-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진학

통번역 트랙

- 통번역대학원 진학, 통역사, 번역사, 관광 가이드, 출판업계, 신문사, 잡지사 등

일본 유학 트랙

- 일본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 진학

TEL  02-2173-2369     

E-mail  japanese@cufs.ac.kr     

Facebook  www.facebook.com/

cufs.japanese     

Blog  http://blog.naver.com/cufsjapan

Department of  

JAPANESE

일본어학부

글로벌 리더로서의  
일본 전문가 양성

일본어학부는 일본어 능력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등 일본 

전반에 걸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교육하여, 사회 각 분야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어 전공

주요 교과 과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설 교과목은 학기마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함

교육목표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한국어 ·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한국학 연구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학 연구 인재 육성

통번역 전문가
● 한국어와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통번역가 양성

교육특징

한국어교육전공_전문화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과목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언어권별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
●   국내외에서 전문 교수진에 의해 교수자와 실습자 1:1의 밀착형 지도로 미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질의 

한국어 교육실습 교육 진행

한국어전공_외국인을 위한 고품격 한국어교육 제공
●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이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
●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일상 한국어부터 전문 한국어까지의 숙달도 향상 및 TOPIK, 귀화를 위한 한국

어 등 시험 대비 가능
●   비즈니스, 여행, 요리, 미디어, 시사, 역사, 업무 등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한국어 표현 

학습 및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 운영

자격증 및 수료증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수료증
● 해외한국어교육실습 연수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자격증
● 한국어고급과정 수료증  ●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자격증
● 비즈니스한국어과정 수료증 ● 한국어통번역입문 과정 수료증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교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한국어교육 전공

- 세종학당, 국제교류재단(해외대학), 교육부(태국고등학교), KOICA 등의 해외 파견 한국어교원

- 국내 외국인 및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기관 운영 및 강의

- 해외 대학 및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 - 국내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강사

-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

- 방과 후 한국어(KSL)교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한국어 전공

- 한국 기업 취업 - 해외 한국어교원

- 방과 후 한국어(KSL)교원 - 통번역 전문가

- 다문화 전문가 - 한국어문화 전문가

TEL  02-2173-2376     

E-mail  korean@cufs.ac.kr

Facebook  www.facebook.com/

cyberkorean     

Blog  http://blog.naver.com/cufskorea

Department of  

KOREAN

한국어학부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세계와 호흡하는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   국내외 다양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할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한국어 전공
외국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 양성

-   다양한 국적의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랜 한국어교육의 경험을 바탕

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

-   한국어 숙달도 향상과 더불어 사이버한국

외대의 다양한 전공 과정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통번역 전문가, 한국학 

전문가 및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진출 

가능

주요 교과 과정 

전공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설 교과목은 학기마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함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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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기초언어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균형 있고 종합적인 외국어교육
● 학습자 중심 수준별 맞춤교육

문화와 지역이해를 아우르는 현장전문가 양성
● 언어 · 경제 · 사회 · 문화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실무능력을 갖춘 진정한 소통의 주역 양성
● 언어 및 언어외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 인재 양성

교육특징

스페인어학부는 내 · 외국인으로 구성된 우수 교수진이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효율적 스페인어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경제, 사회 등 폭넓은 지역 지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객관적 공인 자격 습득을 위해 FLEX 자격증 및 DELE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통번역사 교수진의 통번역 수업을 통해 언제라도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현장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스페인어번역사 자격증
● Certificado DELE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응시 가능
● FLEX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 가능
● 스페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 가능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   스페인 또는 라틴아메리카 대학원으로의 유학, 국내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또는 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진학

취업 및 창업

-   스페인어 가능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체 및 중남미 현지 기업체 취업,  스페인어 및 문화 관련 창업, 한국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후 한국어교원 2 · 3급자격증을 취득하여 스페인어권 현지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

프리랜서 활동

- 프리랜서 통번역가 활동

TEL  02-2173-2960     

E-mail  spanish@cufs.ac.kr

Department of 

SPANISH

스페인어학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국내 사이버대학 역사상 최초로 개설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페인어학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21개국 5억 인구와 소통

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향

하며, 기초 어학 능력과 통번역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

니다.

주요 교과 과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목표

기초언어교육을 통한 전문가 기반 양성
●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에 관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영역의 효율적인 언어 교육

현지 지역사회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
● 현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통합적 지식을 갖춘 지역 전문가 양성

경영 및 회계 교육을 통한 지역 실무자 양성
● 언어 및 현지 지역 지식을 갖춘 경영 실무 인재 양성

교육특징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는 21세기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적으

로 인정받는 유능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 지역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야 합니다.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는 이 지역의 외국어와 전공 실무를 바탕으로 졸업 후 바로 사회에 투입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베트남어번역사 자격증
● CUFS 인도네시아어번역사 자격증
● FLEX 언어 능력 시험 대비 
●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 대비 
● 국내외 기관(국가기관 및 기업) 언어 능력 시험 대비(경찰 외사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지역 응시 가능)
● 공무원 현지 파견 대비 시험 응시 가능

졸업 후 진로

비즈니스 실무

-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 진출 기업, 국내 현지 관련 무역회사, 문화산업, 항공사, 여행업(관광 통역사), 호텔, 

경찰 외사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지역 전문인 등

일반/전문대학원 진학

- 일반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진학

유학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가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다문화

- 다문화 관련 교육 및 복지 기관 진출

TEL  02-2173-3580     

E-mail  asean@cufs.ac.kr

Department of  

VIETNAm & 
INDONESIA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베트남 · 인도네시아  
전문가 양성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는 약 4억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 ·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아세안을 

선도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의 언어 집중 

교육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해당 지역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주요 교과 과정 

전공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페인어 전공
인도네시아학 

전공
베트남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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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마케팅광고 전문가 & 경영회계 전문가

마케팅 · 경영학과는 마케팅, 광고홍보, 경영, 회계 분야 이론 및 실무에 충실한 체계적인 전공 교육과 더불어 

영어학부와 공동으로 Business English 강좌를 개설하는 등 마케팅 영어 교육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관련 학부와 연계해 국내외 외국인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제2외국어 습득, 기업체의 마케팅, 

광고, PR, 회계 분야 취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과 함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공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 경영학과에 오시면 YouTube 마케팅도 배우고, 경영회계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는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창의성: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창의적 비즈니스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 마케팅광고 & 경영회계 이론과 실무 + 국내외 외국인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영어 등 제2외국어 마스터

실용성: YouTube 마케팅과 회계실무 등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실용 교육
● 마케팅광고 & 경영회계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준비 과정 운영 
● YouTube 크리에이터 & 마케터 교육과정 

전문성: 경영회계 & 마케팅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전공 교육
● 한국외대 교수진과 연계해 경영, 회계, 마케팅, 광고, PR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공 지도 및 심화 학습 

교육특징

● YouTube 크리에이터 & YouTube 마케터
● 한국외대 및 산업체 실무 경력을 가진 교수진 직강
● 회계, 마케팅, 광고, PR 회사 등 관련 업체 전문가 주말 오프라인 특강 및 재학생 특강
● 영어학부와 공동으로 Business English 교육과정 개설

자격증 및 수료증

● 한국산업인력공단(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물류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대한상공회의소(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증 응시 가능
● CPA(공인회계사), CTA(세무사), 회계관리1 · 2급, 세무회계1 · 2급,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응시 가능

졸업 후 진로

- 회계, 마케팅, 광고, PR 분야 취업

- 경영대학원 및 광고홍보대학원 진학

- YouTube 크리에이터 & 마케터 

-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창업지도사 

TEL  02-2173-2370, 3287     

E-mail  market@cufs.ac.kr

주요 교과 과정 

전공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공학적 접근법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함께 

학습합니다. 안전 문제를 경영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학습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 전문가

에서 시작하여 기업의 고위 직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 커리어 개발에 기여합니다. 산업안전과 산업위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현업에 종사하면서 안전과 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주말에는 시험 준비반을 오프라인으로 집중 운영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안전보건 전문가가 되는 길은 사이버한국외대의 산업안전학과가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교육목표

공학적 · 사회과학적 분석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공학적 접근법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함께 학습

평생 커리어 개발
● 안전 문제를 경영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기업의 고위 직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 커리어 개발에 기여 

교육특징

● 학생요구에 부합하는 On-Off 라인 강의
● 현장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 안전 및 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에 적합한 커리큘럼

자격증 및 수료증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민간기업

- 외국계 기업

- 공공기관의 안전 및 보건 전문직

-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컨설턴트

TEL  02-2173-3586     

E-mail  safety@cufs.ac.kr

주요 교과 과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epartment of  

mARKETING 
& BUSINESS

마케팅 ·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마케팅광고 전공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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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LASS,

C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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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 심리상담학과에서는

심리학의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고 심리 상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문화 · 심리

상담학과의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함으로써 사람의 정신과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추어 사회에 

가치 있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목표

●   사람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교육특징

● 자격증 관련 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콘텐츠를 구성
● 개인별로 자유로운 수강 과목 및 과목 수 선택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과정 이수
● 전공 과목과 함께 영어, 한국어 등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온라인 학습 보완

자격증 및 수료증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졸업 후 진로

- 청소년상담

- 직업상담

- 임상심리상담

- 기타 심리상담

- 대학원 진학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전문인력

TEL  02-2173-3560     

E-mail  psychology@cufs.ac.kr

주요 교과 과정 

전공 및 과정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과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심리학 전공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과정

Department of

mULTICULTURE 
& PSYCHOLOGY 
COUNSELING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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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st  SEmESTE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신 · 편입생 모집요강

01. 모집일정

02. 지원절차

03. 모집인원 및 전형

04. 지원자격

05. 제출서류

06. 전형방법

07. 전형료 및 등록금

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09. 지원자 유의사항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시간제 등록생 모집요강

01. 시간제 등록 안내

02. 모집일정 

03. 모집인원

04. 지원자격

05. 평가항목

06. 제출서류 

07. 전형료 및 수업료

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09. 지원자 유의사항



정원외(특별전형)

모집단위 학부 · 학과 모집전형 신입학(1학년)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글로벌융합계열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 · 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산업체 위탁 288 224 598

군 위탁 144 130 308

학사편입 - - 3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2 7 49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36 99 144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00 78 199

특수교육대상자 50 37 102

농어촌학생 7  - 10

합   계 657 575 1,730

※   정시(1차) 모집 결과에 따라 추가(2차)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학년이 있을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go.cufs.ac.kr)에서 모집인원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 특별전형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원서작성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04. 지원자격

공통 학력요건

구  분 자격요건

신입학(1학년)

• 국내 ·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홈스쿨링 이수자 지원 불가)

• 기타 법령에 따라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편입학

(35학점 인정)

• 국내 · 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 불가)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 이상 취득한 자 (3년제 대학교는 1/3 이상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70학점 인정)

• 국내 · 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 불가)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한 자 (3년제 대학교는 2/3 이상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졸업예정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초중고 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혼합이수한 경우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 외국 대학은 정규 학위 과정만 인정함 (기술교육 과정, 비학위 과정은 미인정)

※ 편입학은 전적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함. 학점인정 내역은 개강 후 4월 초에 확인 가능함

2023학년도 1학기 신 · 편입생 모집요강

01.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일정 2차 모집 일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2. 12. 1(목) ~

2023. 1. 11(수)

2023. 1. 30(월) ~

2023. 2. 15(수)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전형료 납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내 나의지원관리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및  

학업소양검사 응시

• 자기소개서 1,200자 이내 작성

• 학업소양검사 50문항 응시 (1회)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국내 고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대학증명서류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

• 방문제출, 등기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합격자 발표 2023. 1. 18(수) 2023. 2. 22(수)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확인

수강신청 및

합격자 등록

2023. 1. 18(수) ~ 

2023. 1. 26(목)

2023. 2. 22(수) ~ 

2023. 2. 27(월)

• 합격자 수강신청

• 실입학비용 및 수업료 납부

개   강 2023. 2. 27(월) • 대학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강

※ 기간 중 전형료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 구비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정시(1차) 모집 결과에 따라 추가(2차)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학년이 있을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go.cufs.ac.kr)에서 모집인원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02. 지원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모집요강 확인 인터넷 원서접수

전형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

구비서류 제출 합격자 확인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03. 모집인원 및 전형

정원내(일반전형)

모집단위 학부 · 학과 신입학(1학년)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글로벌융합계열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 · 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720 83 948

I    사
이

버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2023학

년
도

 제
1학

기
 학

생
모

집
 요

강
    I

27

I    CYBER HAN
KUK UN

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26



05.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원서접수 기간 이내 (모집일정 참조)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국내 대학증명서류는 온라인 제출 가능,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정부24 제3자 제출 가능)

    ※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주중 9-18시, 토요일 9-17시

-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3호 입학처 (우 02450)

- 제출서류 도착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go.cufs.ac.kr) ‘나의지원관리 > 구비서류제출’에서 확인 

-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함 (단, 해외 서류 원본은 1년 이내로 인정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서류 및 학력인정확인서류와 같이 단기간에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발급 소요시일을 확인하고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함

-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함

공통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입학

국내 고교졸업자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학교  

출신자

12년 이상

학제 국가

• 고교 졸업증명서 및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12년 미만의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 · 중 · 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편입학

국내 전문대학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국내 4년제 대학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 수료(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택 1하여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이더라도 학부(대학)과정 서류 제출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대학 출신자

• 졸업증명서 및 한국어(영어)번역공증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영어)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기타 • 장학증빙서류 1부 (해당자)

특별전형 대상별 추가요건

- 공통 학력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구  분 자격요건

산업체 위탁
•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또는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 위탁교육 협약 기관 및 업체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참고 (go.cufs.ac.kr)

군 위탁 •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편입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 불가

      ※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인 경우에도 정원내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 지원 가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국내 · 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국내 거주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한국/외국국적)
     ※ 단, 귀화자는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함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시 · 군 ·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대상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으로 손자녀 및 배우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농어촌학생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광역시, 도 ·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 · 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의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위탁교육 협약 기관 및 업체

▶ 산업체 위탁 : 협약 기관 현황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참고 (go.cufs.ac.kr)

▶ 군 위탁

육 군 공 군 해 군 해 병 대

위탁교육 안내

▶ 산업체 위탁

    -   산업체와 본교 간의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임직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

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생은 1학기 신 · 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학

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교육을 1학기 남겨놓고 퇴사하거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 위탁교육협약은 단체위탁의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하는 산업체는 유선문의(02-2173-8724) 하시기 바랍니다. 

▶ 군 위탁

    -   학군제휴에 의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군 위탁이 가능합니다.

    -   군 위탁생은 1학기 신 · 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복무를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군을 전역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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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급 방법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의 Degree Verify Certificate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또는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http://www.cdgdc.edu.cn)

• 일본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발급 인장증명 ] / 전문학교 [지원불가]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16, 0102)

• 뉴질랜드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1018(2013.02.20.)에 의거 별도 제출 없이 본교에서 직접 조회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0)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안내 홈페이지 : www.0404.go.kr 여권과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은 모든 학력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받아서 제출

영사 확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서류에 해당국(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 영사확인 절차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문의 

  TIP    국내 대학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 대학증명서류 종류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대학증명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

  •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 클릭(새창 팝업됨)

  • 팝업된 대학 검색창에 전적대학 검색 > 대학명 클릭 > 학적 확인 후 제출 서류 선택 > 수수료 결제 및 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은 파일 업로드 방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위의 방법대로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 단, 고등학교, 해외 대학 및 국내 일부대학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급화면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6. 전형방법

평가항목

- 지원자가 입력, 제출한 온라인 입학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총점 100점 만점)

평가 항목 배점(점) 비  고

자기소개서 70

•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제출

• 기술항목

     - 자기소개(성장배경 · 직장경력 · 사회경험) / 35점

     - 학업계획(지원동기 · 학업계획 · 졸업 후 계획) / 35점

• 작성분량 : 총 1,200자 이내 작성 / 2개 항목 각 600자 이내

• 입시 공정성 확보 및 엄격한 학사관리와 책임지도를 위해 해당 학부(과) 교수 1인, 타 학부(과) 교수 1인이 복수평가

대학별고사 

(학업소양검사)
30

• 지원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응시

• 문항구성 : 총 50문항

     - 30문항 : 대인관계, 성실성, 자기관리능력, 책임의식, 학구열 등 평가

     - 20문항 : 학업능력 및 이해력 평가

• 학업소양검사는 1회 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60분 이내 답안제출 원칙

총 점 100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자기소개서 > 학업소양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모든 전형은 한국어로 출제 및 응시함을 원칙으로 함

추가 서류 (정원내 일반전형은 해당 없음)

- 공통 서류를 포함하여 아래의 전형유형별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구  분 제출서류

산업체 위탁

•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아래 증명서 중 택 1)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www.nps.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www.nhic.or.kr)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www.work.go.kr)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공무원만 해당)

군 위탁

• 복무확인서 1부

• 군위탁 추천서 1부
     ※ 군위탁 추천서는 교육부에서 일괄로 대학에 송부

학사편입 • 공통서류에서 제출한 학사학위 증빙서류로 대체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고등학교 이하 : 시도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이상 : 교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통보 공문 1부
      ※ 북한에서의 학력만 있을 경우 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예: 고교검정고시, 고교졸업, 대학졸업(수료)) 학력확인서로 대체 가능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국적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학생 ·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자

• 외국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만 해당)

• 귀화자인 경우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아래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택 1하여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된 등본 제출) 1부

서류발급처

구  분 발급 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가까운 초 · 중 · 고 행정실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정부24(www.gov.kr) 제3자 제출 / 수신아이디: cufs, 수신인: 동원육영회, 수신인 연락처: 02-2173-2580
     ※ 관할 교육청에 따라 발급가능년도가 상이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국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까운 시 · 도 교육청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정부24(www.gov.kr) 제3자 제출 / 수신아이디: cufs, 수신인: 동원육영회, 수신인 연락처: 02-2173-2580
     ※ 관할 교육청에 따라 발급가능년도가 상이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국내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에서 발급

• 전적 대학 홈페이지의 제증명발급 신청
     ※ 제3자 제출 또는 우편민원신청 발급,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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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 평가 총점 6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2순위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학업소양검사 점수 상위자

07.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구분 금액 대상 납부방법

전형료 30,000원 신 · 편입학 지원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 전형 지원자는 전형료를 면제함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 전 교육과정 외국이수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 국가보훈대상자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제출 시 전형료를 환불함
     ※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환불함 

• 본 대학교 졸업생(학부), 최근 3년 내 지원자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

※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함

등록금

구분 금액 대상 납부방법

실입학비용 99,000원 신 · 편입학 합격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수업료 1학점 당 80,000원 신 · 편입학 합격자

※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지원으로 ‘실입학비용’이 감면됨 (외국인은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실입학비용은 첫 학기에만 납부하면 되며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료만 납부함

※ 첫 학기 수강학점은 최소 9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함

※ 입학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납부기간

1차 2023. 1. 18(수) ~ 2023. 1. 26(목)

2차 2023. 2. 22(수) ~ 2023. 2. 27(월)

※ 합격자가 상기 납부기간 내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등록금 금액 예시

구분

신청학점별 등록금액 예시 (원)

12학점 15학점 18학점

실입학비용 99,000 99,000 99,000

수업료(학점 당 8만원) 960,000 1,200,000 1,440,000

계 1,059,000 1,299,000 1,539,000

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입학 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입학성적우수자 장학위원회 심의 장학위원회 심의 후 사후 지급

직장인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해외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재직증명서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접수 불가

전업주부

기혼의 여성

(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 제출서류에서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진학장려

당해연도(2023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2022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단, 군가족 장학에 한하여 시간제 가능 

(당해학기 수업료의 20%)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우수인재
경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관련 자격증 목록은 하단 참조

자격증 사본

군가족
부사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시간제 포함)

-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교수추천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장학금신청서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동문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졸업증명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가족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과) 또는 본

교 학부(과)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대학원은 해당 없음)

재학 중 2개 학기 수업료의 25%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생 재입학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 · 편입학 또는 시간제

로 입학한 자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증명서

위탁교육 

(산업체위탁,  

군위탁)

본교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④ 공무원-재직증명서 

⑤ 군위탁-복무확인서

교육협력 본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따름 협약내용에 따름

교육협력추천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해당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
※ 추천서는 자유양식

보

훈

자녀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자녀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100%)

(성적 및 지급한도 제한 없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한 자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 장학혜택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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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새터민(교내)

북한이탈주민으로, 본교 신 · 편입학으로 입학 시 

북한이탈주민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수업료는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외대복지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또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재직증명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Global Leader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
※ 상세 지급기준은 아래 지급기준표 참고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어학성적표 원본

(시험시행일 최근 2년 이내 성적)

다문화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 없음)

②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③ 해외선교사 본인

수업료의 30%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이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원본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근로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③ (해외)선교사 재직증명서

시니어 만 60세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 수업료의 25%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수업료의 30%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불가)

면학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수업료의 70%

차상위계층 및 자녀 수업료의 50%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하단참조)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희

망

희망Ⅰ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본인)

③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④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재학 중 2개 학기 수업료의 25%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_

가입전체이력발급 6개월 이상 장기실업 확인)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 확인서  

(결정서/통지서)

③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④     폐업확인서 

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희망Ⅱ

●   아래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①   본인, 직계 존 · 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②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피해대상자 

재학 중 2개 학기 수업료의 70%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 

②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 우수인재 장학금 경영관련 자격증 종류(택 1)

● AT자격시험(TAT 1, 2급 / FAT 1, 2급 ),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 세무회계 1급, 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운용사, ERP정보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AFPK, CFP, FP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택 1)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차상위계층확인서

▶ 여성가장 증빙서류(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없음을 입증하는 서류(택 1-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 Global Leader 장학금 지급기준표

어학자격증 종류
어학자격증 등급/장학혜택

비고
자격증 1급 장학(수업료 30만원) 자격증 2급 장학(수업료 20만원)

FLEX

영어 780점 이상 670~779점 

※   유효성적: 시험시행일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중국어 776점 이상 626~775점

일본어 750점 이상 700~749점

스페인어 776점 이상 626~775점

TOEIC 860점 이상 750~859점

TOEFL (IBT)98점 이상, (CBT)247점 이상, (PBT)597점 이상 (IBT)79~97점, (CBT)213~246점, (PBT)550~596점

HSK 6급 180점 이상 5급 195점 이상

JPT 880점 이상 740~879점

JLPT (N1)150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N2)135점 이상, 단 과락자 제외

DELE (C1)67점 이상 (B2)75점 이상

TOPIK (TOPIK Ⅱ)190점 이상 (TOPIK I)120점 이상 

장학 공통 유의사항

①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
②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함.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름

④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수혜 불가(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⑤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 첫 학기 해당 장학 수혜자 중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됨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⑥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함

⑦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름

▶ 위에 기재된 ‘본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 위에 기재된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 장학금 신청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기 말 이후 지급 불가함).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우선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09.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에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모집요강과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학 전형 성적 및 입시평가 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의 동일 모집 차수에서 복수/교차 지원(학년, 학부 및 학과, 전형)은 불가합니다.

•   우리대학을 지원한 경우에도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과입금 또는 잘못 입금된 비용, 입학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소정의 환불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입학포기, 입학취소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기개시일 전까지는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수업 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됩니다.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합격자 조회는 수험생 본인의 의무로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연락하고, 3회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등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추가합격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 후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   우리대학 내 이중학적 보유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적(재학, 휴학) 중 합격을 한 경우 입학 전까지 기존 학적을 정리(자퇴)하거나 합격한 전형에 대한 입학포기를 해야 합니다. 

입학 후 우리대학 내 이중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   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1학기 신 · 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사(전역)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교육을 1학기 남겨놓고 퇴사(전역)하거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대학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입학 관련 문의 안내 

전화: 02-2173-2580  l  홈페이지: go.cufs.ac.kr  l  e-mail: ipsi@cufs.ac.kr  l  방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3호 입학처 (우 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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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학업소양검사 응시

-   객관식 50문항 응시 

(제한시간 60분, 1회)

Step 7

지원서 작성 시작

-   입학안내 홈페이지 (go.cufs.ac.kr)  

접속 후 “지원서 작성” 클릭

Step 1

입시지원 프로세스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활용동의

-      개인정보 활용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필수 항목에 동의

    ※ 각 항목 개별 동의 또는 페이지 하단 전체 동의

    ※ 필수 항목은 미동의시 입시지원 불가

Step 3

유의사항 확인

-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확인 후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Step 2

지원서 작성

- 지원학년, 학부(과), 전형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학력 및 직장 정보 입력

-   추가 정보 입력 : 계좌정보(환불 시 사용), 

원서관리 비밀번호, 사진(선택사항)

Step 4

전형료 납부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선택

-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발급받은  

계좌로 전형료를 입금해야 완료

Step 5

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성장배경, 직장경력, 사회 

경험) 600자 이내

-   학업계획(지원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 등) 600자 이내

Step 6

구비서류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내 대학 증명서류는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정부24 제3자 제출 가능

Step 8

202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생 모집요강

▶   시간제 등록은 학점은행제의 일환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학기별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

위 수여 요건에 해당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기당 이수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연간제한 학점은 24학점입니다.

▶   시간제 등록과 학점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 1차 : 2022. 12. 1(목) ~ 2023. 1. 11(수)

• 2차 : 2023. 1. 30(월) ~ 2023. 2. 15(수)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전형료 납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내 나의지원관리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국내 고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대학증명서류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

• 방문제출, 등기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합격자 발표
• 1차 : 2023. 1. 18(수)

• 2차 : 2023. 2. 22(수)
• 홈페이지에 지원자 개별 확인

수강신청 및

합격자 등록

• 1차 : 2023. 1. 18(수) ~ 2023. 1. 26(목)

• 2차 : 2023. 2. 22(수) ~ 2023. 2. 27(월)

• 합격자 수강신청

• 수업료 납부

개   강 2023. 2. 27(월) • 대학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강

 03.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부 및 학과 인원(명)

글로벌융합계열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 · 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 · 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 · 심리상담학과
800

04. 지원자격  

구분 요건

시간제등록생
• 고등학교 졸업자 및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05. 평가항목  

평가 항목 배점(점)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기에서 이수한 과목 중 최고성적 1과목 반영

100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과목 관계없이 최고성적 1과목 반영

대학(교) 졸업자 전학년 성적 백분율 환산 점수 반영

학점은행제 이수자 전체 이수 성적 백분율 환산 점수 반영

※ 지원자수가 시간제 등록생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전형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하며, 지원자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학기 성적 중 최우수 과목의 성적, 두 번째 우수과목의 성적, 세 번째 우수과목의 성적순으로 반영 (학점은행제는 최종학기 성적, 검정고시는 성적순으로 반영)

※ 기타 성적 반영이 불가능한 외국인, 외국고교 졸업자의 경우 전형성적을 60점으로 일괄 적용

01. 시간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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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국내 고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

• 졸업(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서류 제출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서류 제출 가능

외국학교 출신자

• 졸업증명서 및 한국어(영어)번역공증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영어)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함 (단, 해외 서류 원본은 1년 이내로 인정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3호 입학처 (우 02450)

서류발급처

구  분 발급 방법

국내 고등학교 서류

• 가까운 초 · 중 · 고 행정실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정부24(www.gov.kr) 제3자 제출 / 수신아이디: cufs, 수신인: 동원육영회, 수신인 연락처: 02-2173-2580
     ※ 관할 교육청에 따라 발급가능년도가 상이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국내 검정고시 서류

• 가까운 시 · 도 교육청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정부24(www.gov.kr) 제3자 제출 / 수신아이디: cufs, 수신인: 동원육영회, 수신인 연락처: 02-2173-2580
     ※ 관할 교육청에 따라 발급가능년도가 상이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국내 대학 서류

•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에서 발급

• 전적 대학 홈페이지의 제증명발급 신청
     ※ 제3자 제출 또는 우편민원신청 발급, 불가할 경우 직접 출력 및 등기우편 제출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대학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의 Degree Verify Certificate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또는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http://www.cdgdc.edu.cn)

• 일본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발급 인장증명 ] / 전문학교 [지원불가]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16, 0102)

• 뉴질랜드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1018(2013.02.20.)에 의거 별도 제출 없이 본교에서 직접 조회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0)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안내 홈페이지 : www.0404.go.kr 여권과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은 모든 학력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받아서 제출

영사 확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서류에 해당국(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 영사확인 절차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문의

  TIP    국내 대학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 대학증명서류 종류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대학증명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

  • 본교 입학지원센터 > 나의지원관리 >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 클릭(새창 팝업됨)

  • 팝업된 대학 검색창에 전적대학 검색 > 대학명 클릭 > 학적 확인 후 제출 서류 선택 > 수수료 결제 및 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은 파일 업로드 방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위의 방법대로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 단, 고등학교, 해외 대학 및 국내 일부대학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급화면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7. 전형료 및 수업료  

전형료

구분 금액 대상 납부방법

전형료 30,000원 시간제 등록 지원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국가보훈대상자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제출 시 전형료를 환불함
     ※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환불함 

• 본 대학교 졸업생(학부), 최근 3년 내 지원자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함

※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함

수업료

구분 금액 대상 납부방법

수업료 1학점 당 80,000원 시간제 등록 합격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지급기준 제출서류

보훈

자녀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자녀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수업료 전액
※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수업료 전액
※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한 자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수업료 전액
※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 

인정통보공문

- 교육지원금 법정이수증

동문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졸업증명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졸업생

재입학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시간제로 등록한 자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

를 통해 선발)

졸업증명서

장학 공통사항

① 상기 장학은 202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생에 한함
②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감면 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함
④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함
⑤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름

09. 지원자 유의사항  

• 시간제 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도 매 학기 시간제 등록생 선발전형에 지원해야 합니다.
•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에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모집요강과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한 후라도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학 전형 성적 및 입시평가 사항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과입금 또는 잘못 입금된 비용, 입학포기로 인한 수업료 환불은 소정의 환불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합격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 됩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시간제등록 관련 문의 안내

전화: 02-2173-2580  l  홈페이지: go.cufs.ac.kr  l  e-mail: ipsi@cufs.ac.kr  l  방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3호 입학처 (우 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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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to CUFS meet the World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3호 입학처

Tel : 02-2173-2580

I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I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하차 후  사이버한국외대 방면 출구로 나오시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오실 수 있습니다.

I   버스로 오시는 경우   I

아래의 버스를 이용하여 ‘외대앞’에서 하차하시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오실 수 있습니다.

- 간선버스 : 120, 147, 261, 273     - 지선버스 : 1222

I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I

네비게이션 이용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시는 길

1
6 2

3

4

5

세븐일레븐

KCC이문
웰츠타워아파트

스타벅스

밝은성모
안과의원

서울이문동
우체국

1
외
대
앞
역

서울베스트
정형외과의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사이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