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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 지식 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Come to

CUFS
Mee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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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시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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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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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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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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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중 렬

총장 인사말

2018
대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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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HE BEST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교육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다 원어민 교수진을 확보하여 정규수업 이외에도 매주 정기적으로 원어민 교수와의 회화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 수준별 외국어 집중교육과 1:1 전화회화수업 등은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이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으로 지도하는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최정예 교수진과 최신 교육기술의 접목, 명품 교육 콘텐츠
사이버한국외대는 최정예 교수진의 최우수 품질 교육 콘텐츠로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학기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년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저명한 기관에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하고, 품질 

인증을 획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초로 2015년에는 학생 맞춤형 강의 제공을 위한 클립 콘텐츠를 도입하였고, 

2017년에는 VR기술을 접목한 강의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러닝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사이버한국외대는 스마트러닝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이버한국외대 교사 내에 위치한 Full-

HD 스튜디오는 사이버대학교 중 최초로 UHD(Ultra High Definition) 화질까지 제작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원활한 수강을 돕기 

위해 2010년 모바일 캠퍼스(m.cufs.ac.kr)를 오픈하고, 이듬해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Smart Learning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모바일 강의에도 자막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학 반복 학습에도 활용하도록 하여 학습 성취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도입하여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이버한국외대의 고화질 명품 교육 콘텐츠 수강이 원활해졌습니다.

'외국어 + 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사이버한국외대는 ‘외국어 + 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와 지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 학부의 경계를 넘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어학연수’와 ‘학점교류 교환학생’,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해외문화탐방’ 등의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학습활동을 지원합니다. 어학연수와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은 학점으로도 인정받아 학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교육부와 태국 교육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을 통해 매년 한국어교원을 태국에 파견하는 등 해외 취업의 

활로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베트남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해외 현지 입학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로서의 교육 인프라를 해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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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와 함께 가는 100년 외대의 중심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교로, 세계 3위 규모의 언어교육기관인 한국외대가 지난 64년간 

45개의 외국어를 교육하며 쌓아온 외국어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재현하였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은 한국외대와의 학점교류를 

통해 재학 중 최대 35학점까지 한국외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 교수진의 직강, 도서관 및 캠퍼스의 모든 시설 공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대와 함께 도약하는 100년 외대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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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실용학문'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
사이버한국외대는 ‘언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외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한 

실무교육을 통해 통·번역가, 글로벌 한국어교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글로벌 지역전문가 등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특히,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금융회계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와 연계하여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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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교육 + 유망 자격증 취득 과정'의 취업경쟁력 강화 교육과정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용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과정도 운영합니다.

▲영어학부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Ohio University와 공동 과정을 운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TESOL&TEYL, Business 

English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중국어학부에서는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과 중국어번역사 자격증,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학부에서는 일본어지도사과정 수료증, 일본어번역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공인관광통역안내사 및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한국어학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한국어 학습자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언어권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학부는 

스페인어번역사 자격증과 스페인 정부 주관 공인인증시험인 DELE Certificado 취득 과정을 지원합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는 

관광 통역 안내사 등 공인 자격증 취득 준비를 도우며 베트남어번역사 자격증, 인도네시아어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계학부는 금융교육전문가 수료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정보처리(FAT, TAT), 자산관리사, 재경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과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을 운영합니다.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지방의정분야의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 중심'의 학생감동서비스
사이버한국외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학사·행정·학교생활 등의 문의에 신속히 안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평일과 토요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사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2004년 개교 이래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One Click-One Stop 헬프데스크는 학생들에게 연중무휴 24시간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능력 함양을 위한 FLEX 응시료 지원, 의료기관·박물관·공연센터·서점 등과의 협정을 통해 의료비 할인과 문화 활동 기회 등 다양한 

학생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CUFS Lounge에서 무상으로 Brunch를 제공하여 학업에 대한 열의를 다지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1:1 맞춤형 학습 - 튜터의 맞춤형 학습지원 및 선택형 집중학기 운영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고자 교과목마다 해당 분야 전공의 석·박사급 튜터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배정합니다. 전문 튜터의 1:1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학습지도, 학업 진도 관리, 외국어 첨삭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학기 수업을 선택·이수할 수 있어 각자의 환경과 목표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설계가 가능합니다. ‘집중학기제’는 학습의 연속성과 학업의 집중도를 높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최단기 

졸업제도입니다(신입생 3년, 3학년 편입생 1.5년 졸업). 

사이버한국외대 학생의 특권 - NEED BASED 장학제도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에게 돌아가는 장학혜택은 사이버한국외대 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장학제도는 

성적 위주의 장학제도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학 장학금, 

직장인/해외직장인 장학금, 전업주부 장학금, 진학장려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을 비롯해 희망 장학금, 다문화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등 세분화된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 수혜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학업에 대한 열정, 무한한 잠재력 등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졸업생이 사이버한국외대의 TESOL대학원, 한국외대의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에 

진학하면 장학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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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부는 국내 사이버대학 영어학부 

중 최다 재학생을 보유하여 4개의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를 맞이하여 미국 OHIO대학과 두 가지

의 공동 수료증 과정을 개설하여, 2+2 공

동 학위 과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졸업 후 OHIO대학 석사과정 진학 시 

전액장학 및 생활비 지원 혜택도 제공합

니다. 항공실무영어, TESOL, 영상번역, 

관광통역안내사 등 9개의 다양한 수료증 

과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각 계 각층에

서 영어전문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최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

외국인 교수진들의 토요 오프라인 회화

수업 및 화상강의/전화영어 등 블렌디드 

러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

래를 저희 영어학부와 함께 새롭게 설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부장

김희진 교수

•�서울대학교�B.A.

•�University�of�Pennsylvania,�M.S.�in�English�

Education

•University�of�Pennsylvania,�TESOL�Certificate

•한국외국어대학교�Ph.D.�in�English

•2018.1�교육부�장관상�표창

•�2014.5-2016.4.�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자�

프로젝트�책임연구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사이버영어교육�

총괄위원

•�2009.5-2010.5.�한국�학술�진흥재단�대학�

교과과정�개선�프로젝트�책임연구원

•�2009.�2010.�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

대학�프로젝트�책임연구원(최우수�콘텐츠�1위�

수상)

•�2008.4-2009.1.�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차세대�융합형�디지털�초등영어교과서�연계형�

프로젝트�설계�위원장

주요 경력

신실크로드(一带一路)시대의 개막이후 

중국어학부는 항공, 의료, 교육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중국어로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있습니

다. 우리 학부는 실용중국어 구사능력과 

중국언어문화에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배양하고, 중국어번역사자격증, 어린이

중국어지도사자격증, 의료중국어코디네

이터 수료증 등 경쟁력있는 자격증 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이버

대학교 중국관련 학과 중 가장 큰 규모의 

학부로서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과 열정

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어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중국어문화권 국가에서 재학하

고 있는 현지 동문들과 밀접한 인적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어학부장

이선희 교수 

•�고려대학교�중어중문학과�졸업(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한중과�졸업�

(통번역학석사)

•�북경어언대학교�한어언문자학과�졸업�

(문학박사)

•�한국중국언어학회�총무이사

•�중국어문연구회�연구위원

•�한국중국어교육학회�재무이사

•�가톨릭대학교�교양학부�초빙교수

•�고려대학교�중일언어문화교류단�연구교수

•�한국문학번역원�북경논단�동시통역�외

주요 경력

일본어학부는 일본학계에서 최고로 인정

받는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의 온라인 강

의를 비롯하여 일본대학의 우수 강의, 어

학연수, 문화탐방 등 최상의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진행

되는 원어민과의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오

프라인 특강, 1대1 일본 도카이대학 학생

과의 소통 프로그램(JK-TOUCU), 전화 

일본어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본어학

부 졸업생이 매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과 더

불어 일본항공(JAL)과 같은 일본계 기업 

및 일본대사관 등의 공공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어학부에서 글로

벌 리더로서 일본어 전문가의 꿈을 현실

로 만드십시오. 

일본어학부장

정현혁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과�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대학원�일어일문학과�

졸업(문학석사)�

•�와세다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졸업(문학박사�

일본어학(일본어사)�전공)

•�한국외대,�인하대,�숭실대,�이화여대�강사�

역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교무처장�역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학부�학부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역임

•�일본어학회,�훈점어학회�회원(일본)

•�와세다대학�일본어학회,�국문학회�회원(일본)

•�한국일본언어문학학회�편집위원

•�한국일어일문학회�일반이사

주요 경력

한국어학부는 “세계 한국어교육의 허

브”를 지향하며 2007년에 설립이 되어 

국경과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는 온·오

프라인 교육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어교

육 전공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설치된 실용한국어

전공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

하는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문부터 고급까지 한국어를 체계적으

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교원이 되고 싶으신가

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싶으

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국어학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여

정에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학부장

박기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어교육과�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대학원�국문과�

석사·박사

•�러시아북동연방대학,�일본니가타현립대학,�

중국연변과기대�강의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이중언어학회�

연구이사

•�국어사연구회,�한국어의미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회원

주요 경력

외국어계열

스페인어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5억 

인구가 모국어 및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치·외교·통상·문화 등 국제사

회 교류의 장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

이는 언어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

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부의 

교육과정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의 교

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재현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의 언어·경제·사회·문화 등을 공부하고

자 하는 분에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

교 스페인어학부는 세계로의 통로가 되

어 드릴 것입니다.

스페인어학부장

김수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스페인어과�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석사�

(통역�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박사�

(중남미문학�전공)

•�문학번역가

•�서울대,�한국외대,�경찰대,�경희대�강사�역임

•�한국스페인어문학회�총무이사,�재정이사,�

홍보이사,�편집위원�역임

•�EBS�스페인어�담당

주요 경력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우

리나라와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하

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약 1

억에 달하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동일 어

족인 멀라유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를 사

용하는 인구 2억 8천여만의 인도네시아

와 3천여만의 말레이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에 있어 한국과 매우 밀

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

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의 언

어를 기반으로 하여 역사, 문화, 정치, 경

제, 사회를 이해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지역 경영을 전문 분야로 특화한다면 베

트남,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지역에 

관한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동남아학을 선도해온 한국

외국어대학의 관계 학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아세안지역

에 특화된 글로벌 인재로 만들 것입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장 박연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베트남어과�학사

•�하노이국가대학교�어문학과�문학�석사�

•�하노이국가대학교�문학과�문학�박사

•�하노이국가대학교�어문학과�한국학전공�강사

•�외교통상부�주베트남대사관�서기관

•�청운대학교�베트남학과�교수

•�University�of�Oregon,�Center�for�Asian�

and�Pacific�Studies,�Research�scholar

•�한국베트남학회�국제협력이사

•�(사)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문화연구소�등기이사�및�연구이사

주요 경력

금융회계학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

요한 경영데이터 분석능력, 금융회계분

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비즈니

스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생활금융 

중심의 금융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특성

화를 꾀하고, 회계·세무 자격증 취득과

정과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트랙을 통

해 진로개발과 실무능력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회계 전문가! 경영 데이터 분석 능

력! 새로운 도전과 재설계! 금융회계학부

에서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금융회계학부장

최서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과�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조교수�역임

•�연세대학교�경영연구소�선임연구원

•�연세대,�성균관대,�숙명여대,�동국대,�세종대,�

광운대�강사

•�세무사�사전출제위원,�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평가위원

•�한국회계학회�이사,�대한회계학회�이사,�

한국경영교육학회�이사

주요 경력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전국유일의 지방

의정 전공 학위과정으로서 현직 지방의

원과 지방의회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실용성 높은 교과목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재학생의 40%

가 현직 지방의원, 40%가 전직의원 및 

출마희망자, 공공기관 관리자 등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지역

사회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 역량 업그레

이드를 원하시는 지방의원 및 공무원 여

러분! 지방 행정·의회 학부로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의회 학부장
최창수 교수

•�미국�University�of�Delaware�정치학박사

•�전�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공공행정학부�

교수

•�전�Fulbright�Visiting�Scholar��

(미국�Arizona�State�University)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및�

행정평가�팀장

•�전�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전�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전문위원

•�현�지방자치인재개발원�외국공무원교육과정�

초빙교수

•�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객원교수

주요 경력

사회계열

학부별
학부장 소개

10

C
Y
B
E
R
  H
A
N
K
U
K
  U
N
I
V
E
R
S
I
T
Y
  O
F
  F
O
R
E
I
G
N
 S
T
U
D
I
E
S

11

2
0
1
8
  2
N
D
  S
E
M
E
S
T
E
R



l  학부 소개  l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의실

l  학부 소개  l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실용·비즈니스영어 전공

•실용영어 트랙
•비즈니스영어 트랙

TESOL 전공

•영어교육 트랙
•어린이영어교육 트랙

영어통번역 전공

•영어번역 트랙
•영어통역 트랙

항공·관광영어 전공

•항공영어 트랙
•관광영어 트랙

중국어학부

중국어 전공

•실용중국어 트랙
•어린이중국어지도사 트랙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트랙
•중국어번역사 트랙

일본어학부

일본어 전공

•비즈니스 트랙
•통번역 트랙
•대학원 트랙
•일본유학 트랙

한국어학부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과정
•글로벌한국어교원 과정

실용한국어 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

스페인어학부

스페인어 전공

•실용스페인어트랙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베트남학 전공

•�베트남어 트랙
•베트남지역학 트랙

인도네시아학 전공

•�인도네시아어 트랙
•인도네시아지역학 트랙

사회계열

금융회계학부

금융·회계 전공

경영학 전공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트랙

지방 행정·의회 학부

지방의정 전공

•�지방행정 트랙
•�지방의회 트랙



주요 교과 과정주요 교과 과정

DEPARTMENT 
OF ENGLISH

DEPARTMENT 
OF CHINESE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외국어계열

중국어학부
Tel. 02-2173-2367  
E-mail. english@cufs.ac.kr
카카오톡. @english2367

Tel. 02-2173-2368
E-mail. hinese@cufs.ac.kr

영어교육 전문가

방과 후 영어지도사,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커리큘럼 
전문기업, 온라인 영어교육 및 

공부방 창업, 학원강사 등

국내 대학원 입학 
및 중국어권 유수 대학 유학

영어전문프리랜서

관광통역 가이드, 영상번역사, 
영어행사 진행 및 영어MC, 

영어방송 리포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내·외 대학원 진학 

•졸업 후 OHIO대학 석사과정 진학 시 전액장학 혜택 및 생활비 지원 
•한국외대/사이버외대TESOL대학원(장학금지급)
•일반/교육/TESOL대학원 등 
•아일랜드 국립대학원 진학 시 장학혜택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영어번역 전문가

출판번역, 산업번역, 
영상번역 등 

기업체

국내 및 외국계 기업, 
영어교재 출판사, 

관광 및 호텔·여행사, 
항공사(지상직, 승무원)

중국어 통번역 분야 종사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전문가 중국 전문가 양성

영어학부는 2,0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다 원어민 전임 교수진들

을 확보하여 실용·비즈니스영어, TESOL, 영어통번역, 항공·관광영어의 4가지 세부전공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규 수업 외 무료 토요 오프라인 특강 및 화상특강, 

전화영어 외 영어학습 공식 네이버카페 등으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국 

OHIO대학과 Business English 및 TESOL/TEYL 공동 수료증 외 다양한 자격증/수료

증 또한 취득 가능합니다. 졸업 후 OHIO대학 석사과정 진학 시 전액 장학 및 생활비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중국어학부는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용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한·중 교류의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균형 있는 실용 언어교육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어학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영어전문가 양성’

국제 업무 능력 배양교육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문서류 작성 등 각종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영어권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

영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능통한 

‘영미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특징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러닝 교육서비스

•�실용·비즈니스영어, TESOL, 통번역, 항

공·관광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 

•�내·외국인 교수진의 정기적인 오프라인 

수업 (회화, Debate, CNN 뉴스 청취, 

토익, English Writing 등)

최다 외국인 교수진

•�미국, 영국 등 해외 저명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 원어민 교수진 보유

•�원어민 교수의 토요 오프라인수업 및 화

상특강/전화영어, 영어학습 네이버 공식

카페 

교육목표

중국문화 지식제공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제공

실용적 전문지식 함양

한·중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 

교육 제공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완벽한 의사소통 및 통·번역까지 가능한 

교육과정 제공

•�정규 콜로퀴엄 개최 (저명 강사들의 무료 

토익특강)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탐방

•�내·외국인 교수와 함께 다양한 해외 프

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괌, 홍콩, 싱가포

르 등)

자격증 및 수료증

미국 OHIO대학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 수료증

•�Ohio University - CUFS Business 

English 수료증

•�Ohio University - CUFS TESOL/

TEYL 수료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자체 수료증

•CUFS TESOL 수료증

•CUFS 방과후영어지도사 수료증

•�CUFS 어린이영어지도사 수료증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CUFS 영상번역 수료증

•CUFS 영어번역사 자격증

•CUFS 관광통역안내사 수료증

•CUFS 항공실무영어 수료증

교육특징

매 주 토요일 오프라인 강의 실시

•개인별 수준에 따른 원어민 강의 개설

방학 중 단기해외언어연수 실시

• 대만국립고웅사범대학, 북경어언대학 등 

유수대학 연수

•중화권 해외문화탐방 실시

각종 자격증 과정 운영

• 어린이중국어지도사과정, 중국어의료 

관광코디네이터과정, 중국어번역사과정, 

항공실무중국어과정

자격증 및 수료증

•CUFS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증

•CUFS 중국어번역사 자격증

• CUFS 중국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수료증

•CUFS 항공실무중국어 수료증

• 新HSK, FLEX 등 각종 언어능력 시험 

응시 가능

•중급영어회화 I, II

•영어청취연습 I, II

•영어학개론      •실용영문법

•초급영한번역   •초급한영번역

•초급한영번역 (2018-2학기 개설)

•영어교과교육론

•어린이영어 교육방법론

•영어발음연습   •영어문장연습

•실전여행영어

•TOEIC LC

2학년

•중급중국어회화 I

•중급중국어회화 II

•중국어문법·작문 I

•중국어문법·작문 II

•중국어동화읽기

•중국어학개론   •생활중국어

•시츄에이션중국어

•중국성어고사읽기

•중국어로 읽는 중국문화

•HSK 관용어 청취연습

•중국어 발음연습과 지도

2학년

•World English

•OPIc 대비 영어 말하기

•�Introduction to Presentations in 

English

•Business English

•한영순차통역

•영어어휘연습

•영상번역 (2018-2학기 개설)

•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Ohio과목)

• Business and Occupational 

English Writing (Ohio과목)

• Business and Occupational 

English Conversation  

(Ohio과목)

4학년

•중국어통번역입문

•중국어통번역심화

•어린이중국어지도법

•의료중국어회화 I

•의료중국어회화 II

•시청각중국어

•호텔리어중국어

•선교중국어

•신HSK5급대비 실전중국어

•판매중국어(개발예정)

•항공실무중국어

4학년

•초급영어회화 입문 I, II

•초급영어회화 실용 I, II

•초급영어작문 입문 I, II

•초급영어작문 실용 I, II

•초급영문법        •초급실전영어

•초급영어독해와 말하기

•미국영어의 이해

•스크린영어 

•생기초 TEPS (2019-1학기 개설) 

•항공승무원 영어인터뷰 (2019-1학기 개설)

1학년

•중국어입문

•중국어기초회화 I

•중국어기초회화 II

•중국어능력시험대비 한자학습

•초급중국어강독

•한자쓰기와 워드연습

1학년

•시사영어 I, II      •영어교수법

•통역·번역 이론   •영한순차통역

•중급한영번역      •중급영한번역

•조기영어실제지도법

•컴퓨터활용영어교육

•영어교재연구     •영어학습평가

•창의적 어린이영어지도

•항공서비스영어   •관광가이드영어

•고급영어회화

•호텔관광영어 (2019-1학기 개설)

•TOEIC RC & Speaking 

• TESOL Foundations and Methods 

(Ohio Univ.)

• English Presentations for Global 

Communication (Ohio과목, 

2018-2학기 개설)

3학년

•고급중국어회화·작문 I

•고급중국어회화·작문 II

•중국어청취연습 I

•중국어청취연습 II

•중국어능력시험 I (HSK입문)

•중국어능력시험 II

•대중음악중국어

•한류중국어

•항공서비스중국어

•어린이중국어동요지도

•중국고전문화기행

•간호중국어 I·II (개발 예정)

3학년

漢

漢

14

C
Y
B
E
R
  H
A
N
K
U
K
  U
N
I
V
E
R
S
I
T
Y
  O
F
  F
O
R
E
I
G
N
 S
T
U
D
I
E
S

15

2
0
1
8
  2
N
D
  S
E
M
E
S
T
E
R



주요 교과 과정

주요 교과 과정

DEPARTMENT 
OF JAPANESE

DEPARTMENT 
OF KOREAN

외국어계열

일본어학부

외국어계열

한국어학부

Tel. 02-2173-2369
E-mail. japanese@cufs.ac.kr
Facebook. www.facebook.com/cufs.japanese
Blog. http://blog.naver.com/cufsjapan

Tel. 02-2173-2376
E-mail. korean@cufs.ac.kr

비즈니스 트랙

일본계 기업, 무역회사, 
문화산업, 여행사, 호텔, 

항공사, 관공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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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강사
•국내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강사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
•방과 후 한국어(KSL) 교사

실용한국어 전공

•�다문화�전문가���•한국언어문화�전문가���
•방과�후�한국어(KSL)�교사���•한국�회사�취업���•통번역�전문가

통번역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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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학 트랙

일본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대학원 트랙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진학, 
방과후 일본어 교사, 

학원 강사 등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일본 전문가 양성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세계와 호흡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실용한국어 전공
외국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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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부는 국내외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할 한국어교육 전문

가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한국

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학술활동, 현장 

전문가와의 교류 및 국내외 한국어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부는 다양한 국적의 국내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랜 한국어교육의 경

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숙달도 향상과 더불어 사이버외대의 다양한 전공 과정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

여 통번역 전문가, 한국학 전문가 및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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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과정 편성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응용할 수 있는 실용 

일본어 교육

기초 일본어 지식을 활용한 실용 일본어 교

과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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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연구 인재 육성’

통번역 전문가

한국어와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통번역가 양성

한국어교육 전문가

숙달된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언어권별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특징

한국어학부는 전문화된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별 필수 교과목

을 제공하며 언어권별 한국어교육론 등 세

분화되고 특성화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

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한

국어교육실습은 한국어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에 의해 교수와 실습자 2:1의 

교육특징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 하

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수업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음교정 및 말하기 연습

을 중심으로 원어민과의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오프라인 특강, 전화일본어 등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벳푸대학, 동경외대, 동북문교대학 등과의 

협약으로 매년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 탐방

도 갈 수 있어 일본 대학의 현지 강의 및 문

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북

문교대학과의 학점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 마련되어 매학기 교환학생으로 일본 유

학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일본어번역사 자격증

• CUFS 일본어지도사과정 수료증

•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JLPT, JPT, 

FLEX, EJU, BJT) 및 공인 관광 통역안

내사 취득 교과과정 운영

밀착형 지도로 진행되는 국내실습과 미국·

중국·일본·러시아·태국·불가리아 등에서 

한국어학부가 직접 진행하는 해외한국어교

육실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고품격 한국어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를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콘

텐츠 제공으로 일상 한국어부터 전문 한국

어까지의 숙달도 향상 및 TOPIK, EPS-

TOPIK, 귀화를 위한 한국어 등 시험 대비

가 가능하며 요리, 미디어, 시사, 역사, 업

무 등을 활용한 실제적인 한국어 표현 학습

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에 대

한 흥미로운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글로벌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 해외한국어교육실습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자격증·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EPS-TOPIK 

자격증

•일한번역연습

•일본어원서읽기

•시츄에이션일본어회화

•커뮤니케이션일본어회화

•일본어 문장연습 I

•일본어 문장연습 II

•일본어 한자읽기 기초

•일본어학의 이해

•일본어 현대 문법

•일본어 발음 연습

•일본문학감상

•한일관계론

2학년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단어의 이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의미화용론

•외국어습득론

•한국어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문화와 타문화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실용한국어 전공

•한국어3(읽기·단어)

•한국어4(읽기·단어)

•한국어회화3(말하기·듣기)

•한국어회화4(말하기·듣기)

•초급 문법 연습

•EPS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연습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여행 한국어

2학년

•롤플레이 일본어회화 

•롤플레이 일본어회화 II

•일본어 통역연습 입문

•일본어 통역연습 실전

•일본어 통번역 전문 용어

•일본어능력시험1·2급대비

•스크린 번역 일본어

•일본어 교수법

•일본어 교재 연구와 학습 평가

•FLEX일본어

•일본 취업ㆍ실무 일본어(예정)

4학년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

•일본어권 한국어교육론

•다문화 한국어교육론

•현대한국의 일상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한국 대표 문학작품 감상

•한국 언어문화의 이해

•한국어교육실습

실용한국어 전공

•고급 읽기·쓰기 연습

•고급 말하기·듣기 연습

•고급 문법 연습   •한국어 시사표현 

•인물 한국사       •대학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 실용문 쓰기

•한국어 속담과 신조어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4학년

•일본어 입문 I (기초/심화)

•일본어 입문 II

•기초일본어 회화 I

•기초일본어 회화 II

•일본문화 길라잡이

1학년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어 어문규정

•언어학의 이해

•한국어 기초문법

•한국어교육과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개론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

실용한국어 전공

•한국어1(한글·읽기·단어)

•한국어2(읽기·단어)

•한국어회화1(말하기·듣기)

•한국어회화2(말하기·듣기)

•초급�읽기·듣기�연습

•초급�말하기·쓰기�연습

•EPS�한국어능력시험�읽기�연습

1학년

•대중문화 일본어

•미디어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3·4급대비

•일본어 청해연습

•일본 기업과 경영

•실용 일본어 작문

•실용 일본어 한자

•여행 일본어

•실전비즈니스일본어

•일본 관광 길라잡이

•일본의 역사

3학년
한국어교육 전공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교육론

•중국어권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 문학 교육론

•영어권 한국어교육론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한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

실용한국어 전공

•중급 읽기·쓰기 연습

•중급 말하기·듣기 연습

•중급 문법 연습   •중급 한국문화 읽기

•요리하며 배우는 한국어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외래어   

•한국어 관용표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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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과 과정

외국어계열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Tel. 02-2173-3580
E-mail. asean@cufs.ac.kr

베트남학 전공

•실용 베트남어 회화 Ⅰ,Ⅱ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Ⅰ,Ⅱ

•베트남지역 사회문화의 이해

•베트남 역사   •베트남 현대사

인도네시아학  전공

•인도네시아어 읽기 및 듣기 Ⅰ,Ⅱ

•인도네시아지역 사회 문화의 이해

•중급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역사 

•동화로 배우는 인도네시아어 Ⅰ,Ⅱ

공통과목

•한국의 다문화 사회 연구

2학년

베트남학 전공

•실용 베트남어 회화 Ⅴ,Ⅵ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 통번역 입문

•베트남 투자와 경영전략

•베트남 정치의 이해

•베트남 경제 세미나

•베트남 역사인물 연구

인도네시아학  전공

•인도네시아 정치 및 경제의 이해

•인도네시아 경제세미나

•실무통상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번역연습

•인도네시아어 쓰기연습

•멀티미디어 인도네시아어

•텍스트를 통한 인도네시아어 학습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

4학년

베트남학 전공

•베트남어입문

•기초베트남어문법 Ⅰ,Ⅱ

•베트남어 회화 및 듣기

•기초 베트남어 회화

인도네시아학  전공

•인도네시아어입문

•기초 인도네시아어 문법 Ⅰ,Ⅱ

•기초 인도네시아어 회화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작문

공통과목

•아세안 사회 문화의 이해

•아세안 정치 경제의 이해

1학년

베트남학 전공

•FLEX 베트남어 Ⅰ,Ⅱ

•베트남 문학의 이해

•실용 베트남어 회화 Ⅲ,Ⅳ

• 베트남어 어휘연습

인도네시아학  전공

•생활 인도네시아어

•고급 인도네시아어 회화

•인도네시아어 회화 및 강독

•인도네시아어 말하기연습

•FLEX 인도네시아어 1

공통과목

•아세안 국제관계의 이해

•아세안 공동체의 이해

3학년

주요 교과 과정

DEPARTMENT 
OF SPANISH

DEPARTMENT 
OF VIETNAM & 
INDONESIA

외국어계열

스페인어학부
Tel. 02-2173-2960, 2173-8739 
E-mail. spanish@cufs.ac.kr
카카오톡. Cyspanish

대학원 진학

스페인 또는 라틴아메리카 대학으로의 유학, 
장기연수,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또는 

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진학

비즈니스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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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외사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지역 전문인 등

프리랜서 활동

프리랜서 통번역가 활동

다문화
다문화 관련 교육 및 복지 기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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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양성 베트남·인도네시아 전문가 양성

국내 사이버대학 역사상 최초로 개설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페인어학부는 다양

한 분야에서 전 세계 21개국 5억 인구와 소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향

하며, 기초 어학 능력과 통번역 등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합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는 약 4억 명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인도네시아의 언어와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아세안을 선도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의 언어 집

중 교육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해당 지역 전문

가를 양성합니다.

교육목표

기초언어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균형 있

고 종합적인 외국어교육

• 학습자 중심 수준별 맞춤교육 

문화와 지역이해를 아우르는  

현장전문가 양성

• 언어·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통합적 지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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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경제, 사회 

등 폭넓은 지역 지식을 제공하여 글로벌 지

역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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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유

능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 지역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학

부는 이 지역의 외국어와 전공 실무를 바탕

으로 졸업 후 바로 사회에 투입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

합니다.

받는 객관적 공인 자격 습득을 위해 FLEX 

자격증 및 DELE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전문통번역사 교수진의 통번

역 수업을 통해 언제라도 현장에서 실무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페인·라틴아메리카 

현장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스페인어 번역사 자격증

• DELE(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Certificado 응시 

가능

• FLEX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 가능

• 스페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및 수료증

• CUFS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번역사 

자격증

• FLEX 언어 능력 시험

•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  

• 국내외 기관(국가기관 및 기업) 언어 능

력 시험 대비 (경찰 외사과 베트남 / 인

도네시아 지역 응시 가능)

• 공무원 현지 파견 대비 시험 응시 가능

유학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국가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기초 스페인어 문법 Ⅲ

•초급 스페인어 읽기 I

•초급 스페인어 읽기 Ⅱ

•초급 스페인어 쓰기 I

•초급 스페인어 쓰기 Ⅱ

•초급 스페인어 듣기와 말하기 I

•초급 스페인어 듣기와 말하기 Ⅱ

•미디어 스페인어

2학년

•스페인어 번역 입문

•스페인어 통역 입문

•스페인어 청취연습

•FLEX 스페인어 읽기

•비즈니스 스페인어

•�Cultura Popular del Mundo 

Hispano

•�Desarrollo económico y negocios 

en Latinoamérica

•De turismo por España

•Telenovela로 배우는 스페인어

•아동 스페인어 지도

4학년

•기초 스페인어 문법 Ⅰ

•기초 스페인어 문법 Ⅱ

•기초 스페인어 읽기 Ⅰ

•기초 스페인어 읽기 Ⅱ

•기초 스페인어 쓰기 I

•기초 스페인어 쓰기 II

•기초 스페인어 회화 Ⅰ

•기초 스페인어 회화 Ⅱ

1학년

•중급 스페인어 읽기 I

•중급 스페인어 읽기 Ⅱ

•중급 스페인어 쓰기 I

•중급 스페인어 쓰기 Ⅱ

•중급 스페인어 듣기와 말하기Ⅰ

•중급 스페인어 듣기와 말하기 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이해

•DELE A2-B1

•Verbos y Usos

•스페인·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이해

3학년

일반/전문대학원 진학
일반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진학

18

C
Y
B
E
R
  H
A
N
K
U
K
  U
N
I
V
E
R
S
I
T
Y
  O
F
  F
O
R
E
I
G
N
 S
T
U
D
I
E
S

19

2
0
1
8
  2
N
D
  S
E
M
E
S
T
E
R



주요 교과 과정

사회계열

지방 행정·의회 학부
Tel. 02-2173-2371
E-mail. public@cufs.ac.kr

•지방의정론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지방행정조직의 진단과 관리

•지역사회의 이해와 정책

•자치입법 실무

•공공정책의 이해와 실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정책

•한국의 복지정책과 이슈

2학년

•선거전략기획론

•선거법의 이해와 적용

•글로벌 의정연수

•지방의회 연구특강

•선진국의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심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이해와 적용

•지방정부와 가족복지

•정책 행정 사례의 이해

4학년

•한국정부의 이해

•한국정부행정의 이론과 실제

•복지국가론

•헌법과 지방자치

•정치와 법의 이해

•영화로 공부하는 사회와 정부

1학년

•행정사무감사 실무

•선거법의 이해와 적용

•인사행정관리의 이해

•지방예산 회계분석 실무

•대집행부 질의의 이해와 실무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정책사업평가와 감사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학년

주요 교과 과정

DEPARTMENT 
FINANCE & 
ACCOUNTING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STUDIES사회계열

금융회계학부
Tel. 02-2173-2370, 8753
E-mail. fabiz@cufs.ac.kr

국내외 대학원 진학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회계법인 관련기관, 
기업의 회계·재무부서

NGO 및 사회단체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자산관리사, 
종합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국회의원 보좌관 

금융기관 및 기업체 금융교육 전문가 공기업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리자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전문적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갖춘 금융회계 전문가 양성 실무역량 갖춘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

금융회계학부는 국내 사이버대학의 유일한 경영과 금융·회계분야 융합학부로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비즈니스 인재와 금융회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최초로 금융교육 전문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

한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트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영학 기본지식에 특화된 

금융회계 인재로서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전국유일의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전공 학위과정으로서 지방의원

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진출 희망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입니다. 지방행정과 

정책에 대한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

과목별로 이론과 실무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각종 법률과 정책,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환경에 대한 체계적 이

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공공분야의 인재양성을 추

구합니다.

교육목표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갖춘 융합형 비즈니

스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영이론과 데이터 분

석기술의 접목

금융회계 전문가 양성

 국내최초를 넘어 최고를 지향하는 이론과 

실습형 교과목

회계실무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과 실무능력 배양에 적합한 전

문 콘텐츠

교육특징

금융회계학부는 경영일반과 회계·금융 과

정 축을 중심으로 금융회계전공, 경영학 

전공 및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트랙을 학

습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무기법이 조화 

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자격증취득이 용이

한 실용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글로벌 능력 개발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환경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

영한 융합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실무 적합

형 인재를 배출합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CPA(공인회계사), CTA(세무사), TAT, 

FAT,  CFP(국제재무설계사), CFA 

(공인재무분석사)

• 회계관리1·2급, 세무회계1·2급, 전

산 회 계 운 용 사 ,  재 경 관 리 사 ,  자 산 

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교육목표

지방의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

지방의회와 지방정치 분야의 역량있는 인

재양성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지방행정 전문가 양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 양성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할 실무역량을 갖춘 지도

자 양성

교육특징

• 차별화된 교과목과 실무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

•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한 현장성 있고 알기 

쉬운 교육

• 실용성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설계

• 해외 사례 학습을 통한 시야의 확장과 글

로벌 감각의 획득 

•원가관리회계

•생활재무설계

•생활속의 금융투자

•인적자원관리

•경영통계학

•금융교재의 이해와 연구

•금융교육방법론

•회계정보처리(FAT1급)

•세법개론

•회계원리연습

•조직행동론

•국제경영학

2학년

•경영 빅데이터 분석 실무Ⅰ

•경영 빅데이터 분석 실무Ⅱ

•ERP 실무Ⅰ

•ERP 실무Ⅱ 

•비즈니스와 소셜네트워크

•글로벌 회계의 이해

•글로벌 기업재무

•경영컨설팅

4학년

•경영학원론

•회계와 사회

•회계원리

•재무관리

•경제학원론

•금융학개론

•마케팅원론

1학년

•중급회계Ⅰ

•중급회계Ⅱ

•회계감사

•자산관리론

•투자론

•창업마케팅

•세무정보처리(TAT2급)

•재무제표분석

•청소년 금융자격지도론 

•경영과 창업의 이해

3학년 지방자치 복지시대와

공공부문의 이해

글로벌 시각과

실무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리더

지방의회 및 정치

지방자치행정 및 정책

교과 과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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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

01. 모집 일정

■ 1차 모집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8. 6. 1(금) ~ 2018. 7. 12(목)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전형료 납부 - 입학안내홈페이지 내 나의지원관리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및
학업소양검사

- 자기소개서 1,200자 이내 작성
- 학업소양검사 50문항 응시 (1회)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대학증명서류)
- 방문제출, 등기우편(소인일까지 인정)

합격자 발표 2018. 7. 19(목)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확인

수강신청 및
합격자 등록

2018. 7. 19(목) ~ 2018. 7. 24(화)
- 합격자 수강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개강 2018. 8. 27(월)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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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모집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8. 7. 26(목) ~ 2018. 8. 16(목)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전형료 납부 - 입학안내홈페이지 내 나의지원관리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및
학업소양검사

- 자기소개서 1,200자 이내 작성
- 학업소양검사 50문항 응시 (1회)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대학증명서류)
- 방문제출, 등기우편(소인일까지 인정)

합격자 발표 2018. 8. 23(목)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확인

수강신청 및
합격자 등록

2018. 8. 23(목) ~ 2018. 8. 29(수)
- 합격자 수강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개강 2018. 8. 27(월) -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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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fs.ac.kr/adms)에서 모집인원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함

02. 지원 절차

모집요강 확인 및
희망학부 선택

- 본교 홈페이지 및 본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희망학부 선택
- 자신에게 맞는 전형 선택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원서접수
- 전형료 납부 
   ※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및
학업소양검사

- 원서접수 기간 내 전형료 납부 후 작성 및 응시 가능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로그인 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학업소양검사 응시 메뉴에서 진행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평가 항목 배점(점) 비   고

자기소개서 70

-�자기소개서(성장배경·직장경력·사회경험)�/�35점�����

-�학업계획서(지원동기·학업계획·졸업�후�계획)�/�35점

-�총�1,200자�이내�작성�/�2개�항목�각�600자�이내

대학별고사 (학업소양검사) 30
-�60분�이내�1회�응시�가능

-�50문항�출제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 학업소양검사 고득점자

서류제출

- 제출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제출 (대학증명서류는 원서작성단계에서 온라인제출 가능)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학생처 (우 02450)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주중 09시 ~ 21시 / 토요일 09시 ~ 17시
- 원서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 취소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에서 합격여부 개별 확인 후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등록기간 : 1차 - 2018. 7. 19(목) ~ 2018. 7. 24(화) / 2차 - 2018. 8. 23(목) ~ 2018. 8. 29(수)
-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 1하여 납부
   ※ 기한 내 등록금 미납 시 합격취소 및 입학포기 처리

03. 모집 인원 및 전형

■ 일반전형(정원내)

모집단위 학   부
인원(명)

신입학(1학년)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171 83 218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사회계열
금융회계학부

23 24 51
지방 행정·의회 학부

계 194 107 269

■ 특별전형(정원외)

모집단위 학   부 모집구분
인원 (명)

신입학(1학년)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산업체 위탁 79 63 145

군 위탁 119 115 262

학사편입  -  - 12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7 19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59 12 133

특수교육대상자 40 43 98

농어촌학생 3 6 6

사회계열
금융회계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

산업체 위탁 2 8 10

군 위탁 8 10 15

학사편입  -  - 11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1 2 3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5 2 5

특수교육대상자 2 3 4

농어촌학생  -  -  -

계 326 271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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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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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지원 자격

■ 공통 학력요건

구   분 자격요건

신입학(1학년)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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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편입학 

-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미졸업자 및 1년 이하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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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이상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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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편입학

-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미졸업자 및 1년 이하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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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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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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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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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교육협력 기관 및 업체는 본교 홈페이지 및 본 모집요강의 하단 리스트 참조

군 위탁 - 「군위탁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중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편입
-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국내 거주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6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7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대상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으로 손자녀 및 배우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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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기관 및 업체

산업체 위탁

ABL 생명 공항철도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부 공무원 신한생명 ㈜동성식품

CJ CGV 광주도시철도공사 벤처기업협회 아리수경주호텔 ㈜에스프린팅솔루션

CJ E&M 교보문고 보나비-아티제 아이라이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CJ 대한통운 구로구청 보성 아크레텍코리아 창원시 공무원

CJ 제일제당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본텍스 에스앤제이네트웍스 청라시티타워

CJ 텔레닉스 노틸러스효성 사회보장정보원 에스티아이 충북 제천시청

CJ 파워캐스트 대구광역시 공무원 삼성디스플레이 에이앤디신용정보 코닝정밀소재

CJ 푸드빌 대구도시철도공사 삼성생명 에이텍에이피 태동ITC

CJ 프레시웨이 대림미술관 삼성전기 에코프로 / 에코프로비엠 팹코코리아

CJ 헬로비전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하나마린

GES 대한적십자사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엠서클 하나투어

JS코퍼레이션 동대문구청 삼정회계법인 엠엘소프트 하트스캔헬스케어

KT 동부라이텍 서울교통공사 예림씨엔피 한국 에이·엔·디(주)

LG CNS 동작구청 서울도시철도공사 예지실업 - 베어스타운 한국고용정보

LG 유플러스 동진인스트루먼트 서울메트로 오픈베이스 한국남부발전

S&T모티브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외대어학연구소 한국동서발전

건국대학교병원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우리술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 광주시청 롯데관광 서울시 공무원 우리은행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김포시청 롯데쇼핑 서울커뮤니케이션 이지오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경기도 동두천시청 루앤비 성동구청 인앤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안산시청 맨파워코리아 세란병원 인천 남구청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경기도 양평군청 메가존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인천 부평구청 한국재정정보원

경기도용인시청 메타넷엠씨씨 솔비어패럴 인터파크 한양

경기도 의정부시청 모바일이엔엠애드 스타벅스코리아 자생한방병원 한화63시티

경기도 이천시청 몰텍스 시몬느 악세사리콜렉션 제이앤시티-라마다호텔 현대그린푸드 / 현대캐터링시스템

경기도청 미르마케팅 신성솔라에너지 제일기획 효성

고양시 공무원 바론미디어 신성에프에이 존슨콘트롤즈

군 위탁

육   군 공   군 해   군 해병대

■ 위탁교육 안내

산업체 위탁
- 산업체와 본 대학교 간의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체는 임직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체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년 9월 재직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위탁교육협약은 단체위탁의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하는 산업체는 유선문의(02-2173-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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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년 9월 복무를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군을 전역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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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단,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본 생략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을 경유 하였다는 경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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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을 경유 하였다는 경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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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확인 중 택 1하여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불가 국가는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을 경유 하였다는 경유증명 서류 제출

편입학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

- 전적대학 제적, 수료(재학, 휴학), 졸업(예정자)증명서 중 택 1하여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최종 학력증명서가 아닌 학부과정 학력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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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을 경유 하였다는 경유증명 서류 제출

기타 - 장학증빙서류 1부 (해당자)

■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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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공무원)

군 위탁
•복무확인서 1부
•군위탁 추천서 1부
   ※ 군위탁 추천서는 교육부에서 일괄로 대학에 송부

학사편입 •공통서류에서 제출한 학사학위 증빙서류로 대체

북한이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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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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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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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원서접수 기간 이내 (24P 모집 일정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대학증명서류는 온라인제출 가능)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주중 09시 ~ 21시 / 토요일 09시 ~ 17시
-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학생처 (우 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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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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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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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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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발급처

구   분 발급 방법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공인인증서 이용 온라인(www.neis.go.kr) 발급 (1982년 이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까운 시·도 교육청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공인인증서 이용 온라인(www.neis.go.kr) 발급 (1983년 이후 합격자)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 FAX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제증명발급 신청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대학교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02-3275-4011)]
             고등학교 [주미 해당 지역 한국영사관 및 교육청]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 일본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02-739-7400)]
             전문학교 [문화원 유학 상담(02-765-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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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사이버한국외대에서는 지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셔서 국내 대학서류 발급과 제출이 어려우시거나, 제출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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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방법 : 지원서 관리하기 > 구비서류제출 > 온라인 제출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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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전형방법

■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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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성장배경·직장경력·사회경험) / 35점  

  •학업계획서(지원동기·학업계획·졸업 후 계획)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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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학사관리와 해당학부의 책임지도를 위해 해당학부 교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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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 기준

 - 평가 총점 6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2순위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학업소양검사 점수 상위자

■ 등록금

구   분 금   액 대   상 납부방법

입학금 300,000원 신·편입학 합격자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수업료 1학점 당 80,000원 신·편입학 합격자

 ※ 입학금은 입학 첫 학기에만 납부하면 되며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료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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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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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간

1차 2018. 7. 19(목) ~ 2018. 7. 24(화)

2차 2018. 8. 23(목) ~ 2018. 8. 29(수)

 ※ 합격자가 상기 납부 기간 내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등록금액 예시

구   분
신청학점별 등록금액 예시 (원)

12학점 15학점 18학점

입학금 300,000 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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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260,000 1,500,000 1,740,000

07. 전형료 및 등록금

■ 전형료

구   분 금   액 대   상 납부방법

전형료 30,000원 신·편입학 지원자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 가능함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 전형 지원자는 전형료를 면제함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관계법령에 의거 각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 증명서류 제출 시 전형료를 면제 또는 환불함

   ※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환불함

대상자 증명서류 대상자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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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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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 재학생 대상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성적 장학 모범 장학 학생자치기구 장학 글로벌인재육성 장학

성적우수자
학부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부장이 추천한 자

총학생회장/부회장/국장/부국장
학부 학생회장

해외연수/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

시니어 장학 145학점 초과 취득자 장학 연속등록 장학

직전 정규학기 본교 최소이수학점(학칙 시행 
세칙 제4장 제11조 ③에 명시된 최소이수 
학점) 이상 취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

본교에서 직전학기까지 14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

학적변동 없이 연속 3개 학기 이수하여 매 정규학기별 15학점 및 평균평점 3.0 
이상을 각각 취득 후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중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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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 여성가장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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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지급기준 제출서류

입학
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전체 수석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전액(2개 학기)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균평점이 3.5 이상)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강 후 심사하여 선발 공지함

-   2학기에는 각 학부 수석에게만 지급함(전체수석 

선발하지 않음)
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각 학부 수석 수업료 전액(당해학기)

직장인 /

해외직장인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기관 재직자 포함)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2개 학기 수업료의 20%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단, 군가족 장학에 한하여 시간제 가능(당해학기 

수업료의 20%)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재직증명서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전업주부 기혼의 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혼인관계증명서

진학장려

당해연도(2018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2017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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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무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교수추천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입학금 면제 및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2개 학기 

수업료의 30%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장학금신청서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동문

1.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2.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3.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입학금 면제 및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2개 학기 

수업료의 25%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졸업증명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가족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 또는 본교 학부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1.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생 재입학 본교 학부 졸업 후, 신·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의 40%(졸업 시까지)

※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증명서

위탁교육

(산업체위탁, 

군위탁)

본교와 산업체 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의 50%(졸업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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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면제 및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2개 학기 

수업료의 50%

해당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

※ 추천서는 자유양식

보훈 

장학

(손)

자녀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직계(손)자녀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입학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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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입학금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2.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지급기준 제출서류

새터민(교내)

북한이탈주민으로, 본교 신·편입학으로 입학 시 

북한이탈주민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입학금 

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이 종료된 자

- 입학금 지원 종료자: 입학금 면제

 ※ 수업료는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따름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종료자: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의 50%(졸업 시까지) 

 ※ 교내장학규정에 따름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2.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외대복지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또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

- 배우자: 수업료의 50%(신입학 기준 10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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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본인)

수업료의 30%(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확인서 사본, 귀화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선교사 재직증명서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1~3급:�수업료의�50%

•4~6급:�수업료의�30%�(신입학�기준�8개�학기)
장애인증명서

면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수업료의 50%(신입학 기준 8개 학기)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하단참조)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희망

장학

희망Ⅰ

-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 지급 대상자(본인)

-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본인)

수업료의 25%(재학 중 2개 학기)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① 구직등록확인증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③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대상 승인확인서 

④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희망Ⅱ
본인, 직계 존·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 제외)

수업료의 70%(재학 중 2개 학기)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진단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육군정보학교 본교와 육군정보학교간 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30%(재학기간 내 2개 학기)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 현재교육생: 복무확인서

- 수료자: 현역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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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09. 입학특전

최고의 장학혜택

•직장인, 전업주부,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경영 및 공인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장,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시니어, 다문화 장학 등 다양한 장학

   ※ 장학종류별 상세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한국외대와의 교류 •재학 중 최대 35학점까지 한국외대 수업 수강 가능   •도서관, 대천수련원 등 캠퍼스 시설 공동 이용

학생복지
•건국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삼육의료원, 자생한방병원 등 협력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
•해외단기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해외한국어교육실습 참여시 일부 경비 및 장학금 지원

학생지도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석박사급 튜터의 1:1 학습지도

동문혜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졸업생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졸업 시까지 수업료 40% 감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2촌 이내 가족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최초 2개 학기 수업료의 25% 감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졸업생 및 2촌 이내 가족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최초 2개 학기 수업료의 25% 감면
•졸업 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진학시 수업료 30% 감면

기타혜택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지원 및 과목 수강 가능   •병역 미필자는 병역 연기 가능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소득 공제 가능

10. 지원자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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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 전형료 등의 미납부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학 전형 성적 및 입시평가 사항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우리 대학을 지원한 경우에도 타 대학에 복수지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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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입학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합격 후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합격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처리 됩니다.   
 ▶ 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군)를 퇴사(전역)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입학 관련 문의 안내 
전화: 02-2173-2580  I  홈페이지: www.cufs.ac.kr  I  e-mail: ipsi@cufs.ac.kr  I  방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호 입학학생처(우 02450)

▶ Global Leader 장학금 지급기준표

어학자격증 종류
어학자격증 등급/장학혜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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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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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①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②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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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급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등 별도의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름
⑤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됨(재학 중 신규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⑥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함
⑦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름 
▶ 위에 기재된 본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기 말 이후 지급 불가함).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8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2ND
SEMESTER

32

C
Y
B
E
R
  H
A
N
K
U
K
  U
N
I
V
E
R
S
I
T
Y
  O
F
  F
O
R
E
I
G
N
 S
T
U
D
I
E
S

33

2
0
1
8
  2
N
D
  S
E
M
E
S
T
E
R



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2018학년도 2학기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I 기본정보 I
각 항목 옆에 붉은색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정보 입력

I 지원정보 I

[주소]
- 국내거주자는“우편번호찾기”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 후 입력
- 해외거주자의 경우“우편번호찾기”
   버튼 옆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거주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되며,
   여기서 현재 거주 중인 국가만 선택

[장애정보]
- 대상자 본인인 경우만“대상”에 체크하여 입력 
-“대상”으로 체크하는 경우 우측에 나타나는 
   목록에서“장애종류”와“장애등급”선택

[지원유형]
- 신입학 : 1학년 입학, 해외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편입 2, 3학년 : 전문대학 미졸업자 지원 불가
- 시간제 등록 : 학점은행제의 일환으로, 
   학기 단위로 과목만 이수

[전형선택]
-“전형선택”은 학년과 학부를 선택하면 
   보여지고 이 후 선택 가능
- 편입학 3학년 선택시 나타나는“학사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지원 가능

STEP 4
지원서작성

※ 입력 항목 앞에 “＊” 표시는 필수항목을 의미

○ 신입학      ○ 편입학 2학년      ○ 편입학 3학년      ○ 시간제 등록

○ 영어학부      ○ 중국어학부      ○ 일본어학부      ○ 한국어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금융회계학부      ○ 지방 행정·의회 학부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지원정보

＊ 지원유형

＊ 지원학부

○ 일반전형

○ 산업체

○ 군위탁

○ 학사편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특수교육대상자

○ 농어촌 학생

＊ 전형선택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전형요건과 제출 서류를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기본정보

핸드폰번호＊ ※ 예) 010-1234-5678

※ 예) 82-2-2173-2580

비상연락처＊ ※ 예) 010-1234-5678

※ 예) 82-2-2173-2580

이메일주소＊

○ 남     ○ 여성별＊

※ 띄어쓰기 없이 입력, 예)홍길동성명(한글)＊

※ 예)HONG KILDONG성명(영문)＊

※ 주민번호는 본인확인을 위해 향후 수정이 불가한 항목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의 생년월일을 작성해 주세요.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국적동포’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비대상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동포여부

□ 해외거주자 국가선택＊ 주소 우편번호찾기

○ 대상     ○ 비대상장애여부＊

＊ 국적 대한민국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입학지원센터 접속 후 
“지원서 작성하기”클릭
www.cufs.ac.kr/adms

STEP 1
지원서 작성 시작

지원서 접수 전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일정 및 전형기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확인 후 
하단“지원하기”버튼 클릭

유의사항 확인
STEP 2

개인정보 활용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필수 항목에 동의
※ 각 항목 개별 동의 또는 페이지 하단 
    전체 동의
※ 필수 항목은 미동의시 입시지원 불가

[필수 항목]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민감정보(장애여부)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항목]
- 총학생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우리은행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STEP 3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사항(필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민감정보(장애여부)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총학생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선택)

우리은행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선택)

학생증(체크카드 기능 포함) 발급과 관련하여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개인정보 제공

본교는 우리은행에 학생증(체크카드 기능 포함)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기관 : 우리은행

2. 제공항목 : 성명, 학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3. 제공기고나의 이용목적 : 학생증 발급

4. 제공근거 : ID카드 업무 협약서(학생동의)

위 모든 사항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서작성 취소

신입학 모집요강    ｜▶ 편입학 모집요강    ｜▶ 시간제 모집요강    ｜▶

지원하기

지원서는 제출하기 전에 지원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실수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본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와 지원정보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지원하는 전형 및 학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 사항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온라인제출은 “5단계:구비서류 제출” 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입시안내 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휴대폰이 없는 경우 지인의 휴대폰 번호나 임의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SMS를 받으실 수 없

습니다.

1.

2.

3.

4.

5.

6.

※ 지원하기 전에 모집요강을 먼저 확인하신 후 지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입학지원센터
입학안내신입학편입학시간제입학상담실나의지원관리전체메뉴

대학홈입학로그인 대학안내｜입학안내｜학사안내｜학부소개｜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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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지원서작성

※ 입력 항목 앞에 “＊” 표시는 필수항목을 의미

I 추가정보 I

[계좌정보]
- 등록포기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 계좌정보 입력

I 선택사항 I

[사진등록]
- 사진등록은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비워두어도 무방함

추가정보

＊ 최초인지경로

○ 인터넷검색(포탈검색, 까페, 블로그, SNS)      ○ 인터넷광고

○ 사외대 자체제작 홍보자료(포스터, 전단 등)      ○ 사외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사외대 관계자 이외의 가족,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      ○ 사외대 교직원

○ 신문, 잡지      ○ TV/라디오 

○ 기타(직접입력)

＊ 계좌정보

계좌번호

거래은행 선택하세요 예금주

※ 추후 장학금 지급 또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확인

※ 로그인시 사용되는 패스워드 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 문자/숫자/특수문자 중 최소 2가지 이상 조합 9자리 이상 12자리 이하

제출하기

선택사항

사전등록 찾아보기... (첨부파일 50K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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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지원서작성

※ 입력 항목 앞에 “＊” 표시는 필수항목을 의미

I 학력·직장정보 I

[최종학력]
1. 졸업예정자 : 졸업으로 선택
2. 전문대학 및 대학 입학 후 미졸업자 : 
   대학수료(재학) 선택

최종학력

※ 전문대의 경우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경우만 편입지원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졸      ○ 검정고시(국내)      ○ 전문대수료(재학)      ○ 전문대졸      ○ 대학수료(재학)

○ 4년제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이상

＊ 최종학력

[고등학교]
1. 국내 :“국내”선택 시 아래 나타나는
 “고등학교 찾기”버튼을 눌러 검색 후 입력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 학교명으로
       검색하여 입력
   ※ 폐교된 경우“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입력
2. 해외 :“해외”선택 시 우측에 나타나는 
   졸업국가 선택에서 국가 선택
3. 북한 :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선택   

고등학교

○ 국내      ○ 해외      ○ 북한고교국가

출신고교

소재지 선택하세요 졸업연도 선택하세요

＊ 고등학교

[직장정보]
1. 직종, 업종 선택 후 직장명 및 직위 
   직접 입력
2. 산업체 및 군 위탁 전형 지원자는
 “위탁업체 검색”버튼이 직장명 입력 필드 
   우측에 별도로 생성되며, 이를 통해 
   직장명을 입력

직장정보

직장명 직위

업종 선택하세요

직종 선택하세요

＊ 직장정보

[대학 : 편입학 필수 입력]
1. 국내 :“대학교 찾기”버튼을 눌러 
   검색 후 입력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 학교명으로
       검색하여 입력
   ※ 학점은행제, 독학사는 검색어로
       “기타”입력
2. 해외 및 북한 : 학교명 직접입력

대학

＊ 대학

※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경우 우리대학 지원시 편입학 요건에 
    충족되는 대학(교)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구분이 ‘학점은행’일 경우 학교명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 해외     ○ 북한대학국가

출신학과

출신대학 대학교 찾기

○ 졸업   ○ 졸업예정   ○ 수료   ○ 중퇴   ○ 재학졸업구분 휴학 중인 경우 “재학” 선택

소재지 선택하세요 졸업연도 선택하세요

수료, 중퇴, 재학을 선택한 경우 입학연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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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2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STEP 5
전형료 납부

앞페이지에서 선택한 결제방법에 따라 2가지 중 하나가 보여짐

“-” 없이 번호만 입력, 

한국 핸드폰번호가 없는 경우 “01012341234” 입력

전형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입금방법

￦ 30,000

홍 길 동

입금금액

입금인 성명

이메일

핸드폰

결제하기 취소

지원정보

편입학 3학년 영어학부 산업체

지원유형 지원학부 전형구분수험번호

입학원서 전형료 결제

○ 신용카드      ○ 계좌이체

홍 길 동

결제방법

￦30000결제금액

결제자

※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의 다음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전형료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 구비서류제출을 모두 마쳐야 입학사정 대상이 됩니다. 

※ 해외에서 전형료 납부시 결제 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로 정상결제가 안될 경우, 02-2173-2580 또는 ipsi@cufs.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가능시간 : 평일 09시-22시 / 토요일 09시-18시 (한국시간기준)

이전단계 결제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체보기

[입학원서 전형료 결제 방법 선택]
1.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
2. 하단 결제하기 버튼 클릭

[결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결제 정보 입력]
1. 결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우측 결제 정보 입력 화면으로 자동 이동
2.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번호 입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1. 이용약관 확인
2. 하단“다음”클릭

[계좌이체 결제인 경우]
1. 입금은행을 선택하고 하단“다음”클릭
2. 입력정보 확인 후 하단“확인”클릭
3. 입금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3만원 입금
※ 발급된 계좌로 전형료 3만원을 이체해야
    납부가 완료됨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
1.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하단 
 “다음”클릭하여 결제 진행

STEP 5
전형료 납부

전형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2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발급된 계좌로 전형료 3만원을 이체해야 납부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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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01. 시간제 등록생 안내

▶ 시간제 등록은 학점은행제의 일환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 수여 요건에 해당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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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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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모집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 1차 : 2018. 6. 1(금) ~ 2018. 7. 12(목)

- 2차 : 2018. 7. 26(목) ~ 2018. 8. 16(목)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전형료 납부 - 입학안내홈페이지 내 나의지원관리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 (대학증명서류)

- 방문제출, 등기우편(소인일까지 인정)

합격자 발표
- 1차 : 2018. 7. 19(목)

- 2차 : 2018. 8. 23(목)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확인

수강신청 및

합격자 등록

- 1차 : 2018. 7. 19(목) ~ 2018. 7. 24(화)

- 2차 : 2018. 8. 23(목) ~ 2018. 8. 29(수)

- 합격자 수강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개강 (예정) - 2018. 8. 27(월)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강

03. 모집 인원

모집단위 학   부 인원(명)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ㆍ인도네시아학부 717

사회계열 금융회계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 34

합  계 751

04. 지원 자격

구   분 요   건

시간제등록생
- 고등학교 졸업자 및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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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   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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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지원 프로세스 안내

아래 2가지 항목을 각 600자 내에서 작성

1. 자기소개(성장배경, 직장경력, 사회경험 등)

2. 학업계획서(지원동기·학업계획·졸업 후 계획)

STEP 6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성장배경, 직장경력, 사회경험 등) 작성화면입니다.

위에 있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클릭하여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600 글자수)

자기소개(성장배경, 직장경력, 사회경험 등)

자기소개서 예시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지원동기·학업계획·졸업 후 계획) 작성화면입니다.

위에 있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클릭하여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600 글자수)

학업계획서(지원동기·학업계획·졸업 후 계획)

학업소양검사는 60분간 50문항 응시

STEP 7
학업소양검사 응시

문제문항
정말

그렇다

A

A

A

A

그렇다

B

B

B

B

아니다

C

C

C

C

정말

아니다

D

D

D

D

1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2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한다.

3      정해진 규율과 시간에 맞춰 일하는 것을 잘 못한다.

4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다음문항에서 제시하는 A, B, C, D중 자신이 자주 행동하는 성향과 가깝다고 생각되는것을 찾아 선택하세요.

아이디 : cufs001

성   명 : 홍길동

1/10 페이지

남은시간        00시간39분44초
학업소양검사

국내대학 증명서류는 구비서류제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지원서관리 > 지원서확인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필수 서류 제출

STEP 8
구비서류 제출 ■  전적대학 제적, 수료(재학, 휴학), 졸업(예정)증명서 중 택 1(필수)

    ※ 전문대학은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 가능

■  전적대학 성정증명서(필수)

    ※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가 아닌 학부과정 성적증명서 제출

■  어학성정표(선택)

■  공인자격증(선택)

제출서류 안내

※ 대학증명서류(졸업, 성적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내 일부대학 및 해외대학 제외)

    필수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경우 입학원서 등 별도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교증명서류, 특별전형 추가서류 등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취소됩니다.

온라인제출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    ｜▶

2018학년도 2학기 시간제 등록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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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ND SEMESTER 모집전형2018학년도 2학기 시간제 등록생 모집요강

■ 등록금

구   분 금   액 대   상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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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구분 수혜대상 장학혜택/지급기준 제출서류

보훈

장학

(손)

자녀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직계(손)자녀 

※ 교육지원 가능 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입학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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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입학금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2.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동문

1. 본교(학부)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2.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3. 한국외대(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졸업증명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졸업생 재입학 본교(학부) 졸업 후 시간제로 입학한 자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증명서

■ 장학 공통사항

① 상기 장학은 2018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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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시간제 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도 매 학기 시간제 등록생 선발전형에 지원해야 합니다.
▶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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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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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홈페이지: www.cufs.ac.kr  I  e-mail: ipsi@cufs.ac.kr  I  방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호 입학학생처(우 02450)

06.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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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을 경유 하였다는 경유증명 서류 제출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함
※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합격 취소 됨
※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4호 입학학생처(우 02450)

■ 서류발급처

구   분 요   건

고등학교 서류
 -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공인인증서 이용 온라인(www.neis.go.kr) 발급 (1982년 이후 졸업자)

검정고시 서류
 - 가까운 시·도 교육청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공인인증서 이용 온라인(www.neis.go.kr) 발급 (1983년 이후 합격자)

대학 서류
 - 가까운 주민센터 FAX 민원신청 또는 우체국 우편민원신청 발급
 -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제증명발급 신청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대학교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02-3275-4011)]
             고등학교 [주미 해당 지역 한국영사관 및 교육청]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 일본 :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02-739-7400)]
             전문학교 [문화원 유학 상담(02-765-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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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사이버한국외대에서는 지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셔서 국내 대학서류 발급과 제출이 어려우시거나, 제출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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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증명서류 온라인제출 방법 : 지원서 관리하기 > 구비서류제출 > 온라인 제출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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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전형료 및 등록금

■ 전형료

구   분 금   액 대   상 납부방법

전형료 30,000원 시간제 등록 지원자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 관계법령에 의거 각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 증명서류 제출 시 전형료를 환불함
※ 유의사항 : 전형료는 증명서류가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도착한 경우만 면제 또는 환불함

대상자 증명서류 대상자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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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4
영어학부 '항공관광영어전공' 신설

한국어학부 '실용한국어전공' 신설 및 '한국어전공'을 '한국어교육전공'으로 변경

2017. 0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 5대 총장 김중렬 교수 취임

2017. 05
미국 오하이오대학교(OHIO University)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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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신설

2014. 05
개교 10주년 기념식

2013. 0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축교사 준공

2012. 10
스페인어학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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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한국어학부 신설

2004. 03
사이버외국어대학교 개교

HISTORY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학생처
Tel : 02-2173-2580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하차 후 사이버한국외대 방면 출구로 나오시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오실 수 있습니다.

버스로 오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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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버스 : 120, 147, 261, 273

- 지선버스 : 1222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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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AC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