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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최초이자 최고인
통일 숭실
최초이자 최고인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00년 11월 원격대학 설치인가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한국사이버대학교로 출범하여 국내 사이버교육을 선도하여
왔으며 2012년 6월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교와 하나가 되어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교명으로 발전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초의 사이버대학,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서 위상 확보를
위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브랜드 공유차원의 교수,
학생 교류를 통한 숭실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학과간의 융합,
특수대학원 신설 등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명실상부하게 최초이자 최고인 사이버대학으로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최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파트너인 숭실대학교와 함께 하여 우리 대학의 강의가
숭실대학교의 강의로, 숭실대학교의 강의가 우리 대학의 강의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대학의 학과가 숭실대학교의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의 특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적 정체성 및 개설 학과의 차별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 최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숭실은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 펼쳐나가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숭실의
모든 구성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베트남과 인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을 교두보로 사이버를 통한 국제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새로운 융합분야의 전공들을 창출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가는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주목하십시오!
숭실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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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숭실대학교와 동일하게,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국가,
세계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① 기독교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정신을 기른다. (봉사인)
② 지구촌의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시민 자질을 함양한다. (세계인)
③ 사회와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전문인)
④ 미래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융합형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창조인)

New 비전 2020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주자

대학발전 전략사업
① 교육의 수월성 제고
③ 기독교 정신 구현
⑤ 첨단 교육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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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한 콘텐츠 구축
④ 국제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⑥ 행정시스템의 혁신과 효율화

콘텐츠의 특징

TOP

1 학습유형 및 과정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우수 콘텐츠 보유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명품 콘텐츠 개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수상
•e-Learning KOREA 2012 국제컨퍼런스 콘텐츠부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수상
•2010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한국U러닝연합회 콘텐츠 품질인증 : 심리검사 포함 31개 과목
•이러닝국제표준기구 ADL 국제표준규격 SCORM 및 이러닝 전문기관 인증

TOP

2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 콘텐츠 보유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열린 교육, 평생 교육을
실현하고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아카데미(http://b2b.kcu.ac) 운영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단기 교육 과정 콘텐츠 제공

TOP

3서
 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공동 연구하여
KCU-CBISD(Cyber Based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모형 수립 및 체계적인 콘텐츠 질 관리

TOP

4 자동화 & HD 방송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 무인 자동화 스튜디오

▲ HD 방송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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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 역사

1997년도 ~ 2002

2003 ~ 2005

1997. 11

2003. 01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CUCEK) 창립
(초대회장 : 송자 前교육부장관)

•KCU 초대 총장 송자 경영학 박사
취임

1998. 02

2003. 07

•가상교육 프로그램 실험운영기관
지정(교육부)

•전자도서관(국문) 개관
•국내 최초 무인 자동화 스튜디오 개설

2000. 07

2003. 08

•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초대 이사장 선임
(김우식 연세대 총장)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인증
사이버대학 부문‘골든브랜드선정’

2000. 10

2004. 08

•KCU 초대 학장 김정기 법학 박사
취임
•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설립

•ISO9001인증(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운영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
•국문전자도서관 전자책 추가 도입

2005. 03
2000. 11
•원격대학(한국싸이버대학) 설치인가
(교육인적자원부)

2001. 02
•‘한국싸이버대학’에서
‘한국싸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2002. 10
•보라매캠퍼스 신설

•종로캠퍼스 / 분당캠퍼스 신설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 실시

2005. 07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 획득

2005. 08
•한국표준협회 선정 KS-SQI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선정

2005. 10
•서비스진흥협회 주관
‘한국서비스품질우수대학’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인증 획득

2005. 12
•U-러닝센터 개관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06

2006 ~ 2008

2009 ~ 2011

2012~

2006. 03

2009. 04

2012. 02

•재학생 및 졸업생 강의 콘텐츠
무료청강 제도 도입

•마포 구립 상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수탁운영 개원

•부총장 김광용 경영학 박사 취임

2007. 01

2009. 05

•제2대 총장 이우용 경영학 박사 취임

•KCU 학생서비스센터 개관

2007. 08

2009. 09

•KT와이브로에 의한 U-러닝 착수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2009서비스경영대상’
사이버대학부문 대상 수상

2012. 04

2008. 01
•사이버대학 최초로 ‘3D 가상 캠퍼스
(virtual campus)’ 및 사이버 홍보관
구축

2008. 09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원격교육시스템운영’ 부문
•KCU u-MBA과정 신설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제1회모바일브랜드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총장직무대행 김대근 경영학 박사 취임

2012. 06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로 교명변경

2010. 01
•한국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설
•이러닝 국제표준기구인 ADL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국제표준규격 ‘SCORM’ 인증 획득

2012. 11

2010. 03

2013. 02

•평생 무상 청강 서비스 제공

•제4대 총장 한헌수 공학 박사 취임
•부총장 정무성 사회복지행정학 박사
취임
•한국경제 주최 ‘2013 한경마케팅 대상’
콘텐츠마케팅 부문 수상

2008. 10

2010. 12

•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 설립허가
(이사장 윤종천)
•KCU 고등교육기관 전환 인가
•‘한국싸이버대학교’에서
‘한국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한국일보사 주최
‘2008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디지털대학부문 수상

•KCU 모바일캠퍼스 구축

2011. 02
•한국U러닝연합회 콘텐츠 품질인증
최고등급 AAA 획득

2011. 10
•LG상남도서관 ELITE
(온라인 도서 열람) 서비스 시행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최
‘2012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교육콘텐츠 부문 수상

2013. 09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WA인증마크
획득

2014. 09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우수 콘텐츠
콘테스트 수상(동상)

2008. 12
•한국U러닝연합회 e-러닝전문기관
최고등급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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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7

Merits

1

Blended Learning, 숭실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을 실현합니다.

3

Powerful Educational Content, 콘텐츠가 강합니다.

4

Smart Learning, 모든 곳이 강의실입니다.

5

Excellent Financial Aid, 학비를 지원합니다.

6

Wide Academic Networks, 대학네트워크가 풍부합니다.

7

Honors & Awards, 명성을 이어갑니다.

•숭실대학교와 학점교류 및 캠퍼스(도서관, 강의실 등) 공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한 블렌디드(Blended) 러닝 서비스 제공

•졸업 후 전공과목 평생 무상수강 서비스 제공
•재학 중 전공과목 포함 ‘교내 모든 강좌’ 무상수강 가능

•국내 저명한 석학 등 우수한 교수진의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사이버대학 유일의 학과 운영(소방방재, 건설시스템공학, 기독교상담복지 등)
•한국U러닝연합회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된 콘텐츠
•첨단 매체제작시설(무인자동화 & HD 스튜디오)을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KCU-CBISD(Cyber Based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모형을 통한 체계적인 콘텐츠 품질 관리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 제공

•모바일캠퍼스를 통한 스마트폰 수업 가능
•PMP, MP3 강의파일 제공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수업 가능

•신·편입생 전원 다양한 학비감면 혜택 제공
•사이버대학 최고 수준의 장학금 제도

•숭실대, 연세대 등 73개 오프라인 대학과의 온라인 학점교류
•연계교육 협력대학 졸업생 신·편입학 시 매 학기 장학 혜택 제공

•2013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WA인증마크 획득
•2013 한국경제 선정 ‘한경마케팅 대상’ 콘텐츠마케팅 부문 수상
•2012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선정 ‘대한민국 소비자신뢰대표브랜드 대상’ 교육콘텐츠 부문 수상
•2012 지식경제부 선정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012 매일경제 선정 ‘모바일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수상
•2011 한국U러닝연합회 콘텐츠품질인증 최고등급 AAA 획득
•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선정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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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콘텐츠가 강한 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의

23개 학과
인문예술학부

상담심리·교육학부

사회서비스학부

법·경영학부

미래IT·디자인학부

도시인프라공학부

실용영어학과 Dept. of Practical English
중국언어문화학과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방송문예창작학과 Dept. of Broadcasting & Creative Writing
기독교상담복지학과 Dept. of Christian Counseling and Welfare
뷰티미용예술학과 Dept. of Cosmetology and Arts
상담심리학과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아동학과 Dept. of Childhood Education
청소년코칭상담학과 Dept. of Youth Coaching & Counseling
평생교육학과 Dept. of Lifelong Education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Dept. of Elderly Welfare

법·행정학과 Dep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경영학과 Dept. of Business
외식창업경영학과 Dept. of Food Service Start-up & Management
세무회계학과 Dept. of Tax Accounting
부동산학과 Dept. of Real Estate
엔터비즈니스학과 Dept. of Entertainment Business
시각디자인학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컴퓨터정보통신학과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mputer Science & Software
융합정보보안학과 Dept. of Convergence Information Security
소방방재학과 Dept. of Fire Disaster Prevention
건설시스템공학과 Dept. of Construction System Engineering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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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예술
학부

실용영어학과

Log on to the World of English!

Dept. of Practical English

실용영어학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어지도사 양성 과정,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관광, 통번역 등의
실무영어 과정, 그리고 선교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용영어학과의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영어전문가가 될 수 있고, 국내외 명문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영어지도사

관련수료증
•어린이영어지도사, 영어스토리텔링지도사

졸업 후 진로
•영어권 대학 편입학, 국내외 명문대학원 진학, 영어유치원/어학원 교사, 홈스쿨링 교사, 영어 스토리텔러, 관광/통역 가이드,
일반기업체에 영어전문인력으로 취업

실용영어학과장

박상도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언어학 박사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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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예술
학부

사이버세상, 중국학의 중심

중국언어문화학과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중국언어문화학과에서는 중국어를 기초부터 시작하여 자유자재로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필요와 실력에 맞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세 분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국어 분야로, 중국어회화, 중국어청취연습, 관광중국어, 통역, 번역, HSK ,중국어 교육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국문화 분야로, 정치, 역사, 지역, 사회, 문학, 사상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에서 재조명되고있는 중국 고전을 현대와 연결시킨 새로운 개념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 문화 분야로, 경제이해, 중국경제이슈 분석과 중국고전
속의 인재경영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어린이한자지도사, HSK, CPT, 관광통역사, 번역사, 한자능력시험

관련수료증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졸업 후 진로
•산업계 분야의 기업체, 무역회사, 금융기관, 신문, 방송언론매체, 광고, 출판업체 등의 대중국 관련 업무와 중국내 창업,
공공기관의 외교관,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의 대중국 관련 업무, 서비스업계의 항공사, 해운회사, 여행사, 유통업계 등의
대중국 관련 업무,종교계의 대중국 선교업무, 학술계 분야에서 중국어교사, 전문연구원,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한 대학
교수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언어문화학과장

박영희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인문대학원 중문학과 석사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인문대학원 중문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Post-doc)
[중국어문학회] 홍보이사
[중국어문논역학회] 감사

http://ichina.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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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예술
학부

방송문예창작학과
Dept. of Broadcasting & Creative Writing

한국문학과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펼쳐가는

국내 관련학과 중 유일하게 방송문예창작과 융합스토리텔링 심화과정을 특화시킨 본 학과는, 순수문학과
실용문학을 아우르는 최고의 교육커리큘럼 및 학술적 명성과 현장경륜을 겸비한 저명교수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춘문예 및 유수문예지로 등단한 현역문인과 대학원진학자는 물론 유명방송인,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 영화와 애니메이션 감독, 연극/영화인, 디지털 아티스트, 문화복지사 등을 다수 배출해
왔으며 21세기 문화산업과 한류를 선도하는 창작기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방송드라마작가, 스토리텔링전문가, 독서/논술/토론지도사, 문예교육지도사

졸업 후 진로
•전문창작영역 - 시인, 소설가, 희곡작가, 아동문학가, 평론가, 수필가
•전문실무영역 - 시나리오 작가, 구성작가, 드라마 작가, 애니메이션/게임/디지털콘텐츠 스토리작가,
논술/독서/토론/문예지도사, 문화복지사, 광고제작자, 문화유산해설가, 관광스토리텔러,
출판&저널리스트, 문화프로그램기획자,
•문학연구영역 - 대학원진학, 학술연구자, 문예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전문요원, 문학 및 문화콘텐츠 연구원 등

방송문예창작학과장

허혜정

동국대학교 문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한국문학]신인작품상, [현대시]평론상, [중앙일보]신춘문예 평론상, [젊은 평론가상] [동국문학상]수상
현재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계간[시인수첩] [천년의 시작] [시와 사상] [국학자료원] 편집위원 및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등 역임
[현대시론]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산업] [멀티미디어시대의 시창작] [혁신과 근원의 자리] [에로틱아우라]
[적들을 위한 서정시] [초판본 서정주 시선] [초판본 박영희 평론선] 등 저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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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예술
학부

이웃의 성공을 기독교상담복지학과
Dept. of Christian Counseling and Welfare
내 일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독교상담복지학과는 진리와 봉사라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기독교적 가치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탄생하였습니다. 본 학과의 목표는 물질주의의 팽창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 가는 현대인을 치유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다양한 양질의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갖춘 인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아동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실용영어학과 등 인접 학문분야를 다루는 타학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탁월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관련수료증
•목회상담사

졸업 후 진로
•기독교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교회와 선교 단체 등의 치유 상담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 요원
•시회복지기관에서 이웃을 섬기는 복지상담사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소외 계층을 돌보는 복지전문가
•국내외 선교사

http://ccw.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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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예술
학부

뷰티미용예술학과
Dept. of Cosmetology and Arts

창의적 미용 예술 감각을 겸비한
토탈 미용예술전문가 양성

미용의 전반적인 분야(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분장 등)에 걸쳐 이론을 정립하고 인체의
건강, 피부, 모발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미용 예술 감각을 균형 있게 갖춘 미용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메이크업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장사), 뷰티스타일리스트, 두피전문가, 발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 병원코디네이터,
네일 자격증, 네일 아티스트

졸업 후 진로
•헤어디자이너, 헤어스타일리스트, 피부미용사, 두피관리사, 뷰티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무대분장사, 네일리스트,
컬러리스트, 스파테라피스트, 아로마테라피스트, 스타일리스트, 이미지컨설턴트, 강사, 대학교수, 미용고교 및 학원 교사,
병원 코디네이터 및 매니저, 뷰티관련 사업 창업(뷰티학원, 헤어 샵, 피부·두피관리 샵, 메이크업 샵, 네일아트 샵,
토탈 뷰티 관리 센터, 뷰티제품 전문점)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

http://ca.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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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
교육학부

직업선호도 1위,
상담심리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담심리학과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상담은 현대생활적응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담심리학과는
상담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인 상담기술을 연마하고 상담자로서 인격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발달심리사, 전문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상담심리지도사, 학업상담사

관련수료증
•목회상담사, 아동상담사, 군경상담사

졸업 후 진로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격증과 상담 수련과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심리치료실, 복지기관,
기업체, 교육시설의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석·박사 취득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장

신을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박사
서울시교육청 학습도움센터 자문위원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이사
前)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연구원
前)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교수
前)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이사
前) 청소년상담사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http://ic.kcu.ac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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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
교육학부

아동학과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을 위한
전문가 양성

Dept. of Childhood Education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는 학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수준 높은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및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어린이집특수보육, 아동상담,
어린이교회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맞춤형 아동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보육교사(2급), 특수보육교사(어린이집특수보육교사자격), 영유아놀이전문가, 방과후아동지도사, 유아미술지도사,
아동상담사

졸업 후 진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취업
•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교사로 취업
•어린이집, 유치원, 특기적성교사, 특별활동교사로 취업하거나 유아미술관련 학원 창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상담기관에서 아동상담사로 취업하거나 상담소운영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나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에서 방과 후 교사로 취업

아동학과장

김영심

연세대학교 아동학 학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Post. Dr Arizona State University West 연구원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 및 누리과정 집필
前) 어린이집평가인증 심의위원, 마포구청 보육정책위원
現) 양천구보육정책위원/ 아동학회이사/생애학회이사/공공형 어린이집 자율공부모임심화과정 강사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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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
교육학부

21세기 청소년교육의 뉴 패러다임, 청소년코칭상담학과
Dept. of Youth Coaching & Counseling
청소년 인재 육성의 산실
청소년코칭상담학과는 국내 대학 최초로 ‘코칭’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지도, 상담, 코칭을 통합한 실무중심의
융합학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청소년코칭상담학과는 ❶ 청소년지도, 상담, 코칭 전문가를 동시에 육성하는
원스톱(one-stop)교육시스템, ❷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취업과 연계된 자격증 중심 교육, ❸
청소년지도, 상담, 코칭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 ❹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
배양하는 최강의 컨텐츠를 통해 창의적인 청소년교육전문가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KAC(Korea Associate Coaching), 진로진학상담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학습코칭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영어지도사

관련수료증
•생활안전지도사

졸업 후 진로
•청소년지도사 : 청
 소년관련기관 및 단체, 청소년수련원, 복지관, 상담실, 방과후교실 등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교사, 청소년지도사로 활동.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 상담관련기관에서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으로 활동.
•진로진학상담사 :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 학교, 학원, 방과후교실 둥에서 진로진학상담사로 활동.
•KAC(Korea Associate Coaching) : 학습코칭, 진로코칭, 성격코칭, 리더십코칭 등 코칭이 필요한 분야에서 코치 혹은
코칭전문가로 활동.
•레크리에이션지도자 : 여가 및 레저 활동 기획, 이벤트관련 기획, 연출전문가, 레크리에이션전문가, 방송리포터.
•대학원 진학 : 국내외 대학에서 청소년 지도, 상담, 코칭, 교육 분야 대학원 진학.

청소년코칭상담학과장

이해경

한양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심리 전공)
청소년상담사1급, THOC Master Coach
한국코칭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이사
前) 경성대학교 전임강사, 부천대학 겸임교수
前) 미국 커네티컷대학(U of Connecticut) 심리학과 Visiting Scholar
前) 한국여성심리학회 편집위원장/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
前)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출제위원

http://youth.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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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
•
교육학부

평생교육학과
Dept. of Lifelong Education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가 육성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지도상담, 진로학습코칭 2개의
특화과정을 통해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 대학원진학
지도, 선후배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교육 및 진로모색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1 : 1 수업지도, 진로상담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자격증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인적자원개발사, e-러닝지도사
•진로진학상담사, 학습코칭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졸업 후 진로
•평생교육사 : 각 지역 공공기관, 지역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상담소
•직업상담사 : 국가자격증. 국립직업안정기관 및 각종 직업소개 기관
•인적자원개발사 : 기업연수원 및 민간교육기관
•e-러닝지도사 : 공공기관, 민간기업, 이러닝업체 e러닝담당자, 온라인학습지도교사, e러닝 컨설턴트 등
•방과후아동지도사, 진로진학상담사. 학습코칭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 초·중등학교 및 관련 민간 업체

평생교육학과학과장

윤혜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석사, 박사
前) 교토대학교 외국인 공동연구자
現) 학부모학회 이사
前)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 자문위원
前) 서울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방문 평가위원
前) 경신여자중학교 사회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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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前)
前)
前)

월간) 디펜스21 플러스 자문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청소년지도사 출제위원

http://iedu.kcu.ac

사회
서비스
학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전당

사회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은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가족 등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비롯하여
환경·건강·교육·다문화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방법과 예방적 대안을 연구하고, 이를 전문적 기법을 통해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본 학과에서는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초로 숭실대와 함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한 양질의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특징은 최첨단의 교육매체를 통한 미디어교육, 남녀노소모두에게 열린 눈높이 교육, 다양하고
심화된 전문사회복지교육과 선후배간의 다양한 모임과 교류를 들 수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졸업 후 진로
•각 종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의료기관, N G O단체, 기업복지재단 등에서 활동 및 직접 시설운영, 그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가능

사회복지학과장

김선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Univ. Illinois) 사회복지학 석사
미 워싱턴주립대학교(Univ. Washington) 사회복지학 박사
Catholic Social Services 사회복지사
Soci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연구원
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前)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분과위원

http://isoc.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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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학부

노인복지학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실버전문가들의 실천적 배움터

Dept. of Elderly Welfare

노인복지학과는 노인복지에 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노인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사회복지를 기본으로 케어복지, 노인상담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및 전문가
과정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인복지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졸업 후 진로
•각종 전문 사회복지/노인복지 기관 및 시설, 국가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 기업의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의료사회복지시설(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케어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노인상담기관, 노인교육기관,
노인레크리에이션기관, 시니어 컨설팅 관련 기관,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사회복지,
노인복지 관련 대학원 진학, 연구직 및 기타 관련 분야

노인복지학과장

조문기

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 응용사회학 사회복지 석사
일본 모모야마학원대학 응용사회학 박사
효고현사회복지협의회 국제교류위원
복지문화학회 국제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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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영
학부

공무원 양성의 메카

법·행정학과
Dep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사이버대학의 최고 학과로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교정
공무원, 농협 기타 금융기관, 법무사 등 각종 임용·입사 또는 자격시험에서도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여
여러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에서는 법·행정 트랙을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트랙은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관공서 및 기업의
법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며, 행정트랙은 경찰 및 행정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특화된 과정을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승진, 경력개발 등 개인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 저작권관리사, 교정복지사, 범죄심리사,
민간조사사(탐정), 경비지도사, 법률실무사 등

졸업 후 진로
•사법시험 등 각종 자격 취득, 국내 로스쿨, 미국 로스쿨, 대학원 진학, 각종 공무원(행정, 경찰, 검찰, 법원 등) 시험 응시
행정/경찰/교정공무원 공채 및 특채 시험 응시, 범죄 상담 및 복지전문가 진출

법학과 학과장

나병진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비교법학회 이사, 집합건물법학회 이사
前) 한국사이버대학교 학생처장
現)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http://ilaw.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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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영
학부

경영학과

국내 최고의 연혁,
최강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Dept. of Business

경영학과의 교육목적은 첫째,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경영 전문가 육성, 둘째,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
기업가 육성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을 위해 경영학과의 교육체계는 경영관리, e-Biz·생산, 유통·마케팅, 재무·회계,
벤처·창업 분야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때는 1, 2학년의 기초과정을
거쳐 3, 4학년 때는 심화과정과 응용과정의 순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관련자격증
•경영지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유통전문관리사, 감정평가사, 생산관리사, 창업지도사, 회계사, KCU생산관리사

졸업 후 진로
•일반 기업,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에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관리자, 경영자로 활약함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

경영학과장

이진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마케팅)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리포터, 아나운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정보통신진흥원 콘텐츠 평가위원 역임
경복대, 동덕여대, 동양미래대학, 강남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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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영
학부

트렌드를 선도하고
외식사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외식창업경영학과
Dept. of Food Service Start-up & Management

외식창업경영학과는 외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외식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새로운 건강 식품과
외식 메뉴로 외식업체를 창업, 성장시키는 외식경영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외식창업경영학과는 경영학
및 창업 메카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감성과 경험경제를 추구하는 외식 분야의 참신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본 학과에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은 다양한 외식업체, 호텔식음료,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에 취업하거나,
여건에 맞추어 자신만의 외식업을 창업할 수 있는 지식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경쟁력 있는 교수진에 의한 강의 콘텐츠로 외식업의 운영실무와 서비스,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격증
•외식서비스경영사, 식품가공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조리기능사, 푸드아트 자격증, 제빵/제과 기능사

졸업 후 진로
•호텔식음료지배인, 레스토랑컨설턴트, 패밀리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매니저, 푸드스타일리스트, 호텔조리사,
와인 소믈리에, 커피 바리스타, 바텐더, 호텔제과제빵사, 케이터링회사, 연회기획자, 단체급식관리자,
요리 및 식문화 전문가, 푸드코디네이터, 메뉴플래너, 파티플래너, 외식프랜차이즈 창업가 및 수퍼바이저

http://fs.kcu.ac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소개

23

법•
경영
학부

세무회계학과
Dept. of Tax Accounting

최고의 세무회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무회계학과는 국가 경제의 주체로서 세무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학적
사고와 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학·경영학·법학·전산학 분야의 인접 학문을 연구하여 세무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세무 관련 업무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신용분석사, 증권분석사, 경영지도사, 전산세무(1, 2급), 전산회계사

졸업 후 진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전산세무1,2급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전문 자유직에 종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국영기업체, 조세관련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취업이 용이하며 인접한 수많은 기업체의
세무관련 전문인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학과장

정병욱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회계학 전공)
前) 대진대 경영학과 부교수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前) 세무사, 보험전문인, 신용분석사, 전산회계사, 국세청
부기검정 등 각종 시험 출제위원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24

http://itax.kcu.ac

법•
경영
학부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동산학과
Dept. of Real Estate

부동산학과는 부동산산업을 선도하는 이론적, 실천적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자산관리, 국가자격취득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부자재산학, 부동산창업경영,
공간지리와 현대풍수의 3대 특화과정을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부동산의 실무도 습득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사,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자산관리사, 상업용부동산투자상담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관련수료증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경·공매사

졸업 후 진로
•부 동산업 창업 및 부동산컨설턴트, 건설회사·리츠·자산관리회사·토지주택공사·부동산관련협회, 금융기관 PB,
부동산연구소, 부동산중개·감정평가·임대관리업 등 다양

부동산학과장

김학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 고문, 서울시 민생침해 민관대책위원,
RTN 부동산뉴스 해설위원
前)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연구소장
부동산중개실무대백과, 부동산경매사례와 실제 등 다수

http://ire.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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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영
학부

엔터비즈니스학과
Dept. of Entertainment Business

글로벌 뉴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문가

K-POP 및 한류3.0 시대를 위한 경영, 회계, IT 등을 기초로 음악, 방송, 영화,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학·정 협력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실무중심 역량확보를 통한 창의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콘텐츠가치평가사, 콘텐츠기업가치평가사, 연예인관리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관리사, 캐릭터콘텐츠매니저사,
유통전문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졸업 후 진로
•연예매니지먼트사, 종합엔터테인먼트사, 영화제작사, 영화홍보마케팅사, 음반기획사, 음반제작사, 축제이벤트기획사,
공연제작사, 공연홍보마케팅사, 예술경영단체, 방송사, 방송프로덕션, 광고기획사, 연기자/모델에이젼시, 각종공연장 매니저,
컨벤션기획사, 기획디렉터, 연예매니저, 문화콘텐츠기획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대리중개업체, 콘텐츠관련 정부/산하기관

엔터비즈니스학과장

이정재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 경영지원팀장, 저작권기술팀장 등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 이사
문화원형연구회 연구이사
디지털저작권포럼 산업분과 분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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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IT•
디자인
학부

창의적 융합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

시각디자인학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며 개인에게는 삶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시각디자인학과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현업의 디자이너에게는
창의적 융합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삶 속에서 더 높은 디자인
안목을 키우고 다양한 영역의 디자인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관련자격증
•ACA(Adobe Certified Associate),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색채상담코디네이터(KCU), 유아미술지도사(KCU)

졸업 후 진로
•그래픽디자이너(CI, BI), 일러스트레이터(출판미술), 팬시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 출판편집디자이너, E-Book디자이너,
디자인업체와 광고대행사, 기업홍보실, 신문·잡지사 등의 그래픽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웹프로모션디자이너 방송국, 미디어업체, 온라인게임업체, 애니메이션프로덕션, 디지털영상편집스튜디오,
모션캡쳐전문업체 등의 영상 디자이너, 영상기획과 제작자, 뮤직비디오 제작자, CF/영화제작자, 방송제작자,
실내 건축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3D그래픽 디자이너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

시각디자인학과장

배윤선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박사 (시각디자인전공)
前)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강사
前)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Asia Digital Arts and Design Association 학술이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술평가위원

미 S.V.A.(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s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강사
前)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강사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서울패션센터 기술평가위원

http://idesign.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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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IT•
디자인
학부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최고의 IT 숭실사이버대학교
Dep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스마트 IT 융합의 선도적 학과인 컴퓨터정보통신학과는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력, 신기술
적응력, 실무 응용력을 두루 갖춘 IT 전문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통신 기술,
스마트폰 앱개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심도 깊은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IT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학원진학과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함양과 응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자상거래관리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인터넷관리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국제자격 : ITQ, CISA, CISM, MOS, MCSA, MCAD, OCJP, OCJD, OCBCD, OCNA, OCP

졸업 후 진로
•정보화 사회의 고급 기술자로서 역할과 IT 분야의 리더형 인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IT컨설턴트, 웹/인터넷/시스템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서버/네트워크/전산실 관리자, 정보 보안 전문가, 게임 제작 전문 인력, 유무선 통신 전문 인력 및
컴퓨터, 정보, 통신 산업 관련 회사에서 관리/기획/교육/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소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정보통신학과장

김정수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국가직시험 전문위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평가위원
한국 RFID/USN 협회 자문위원
국제 MSPT 학술임원
독일 Essen대학교 Experimentelle
Mathematik 연구소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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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전문가

모바일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

미래IT•
디자인
학부

서버 엔지니어

미래창조의 중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mputer Science & Software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 정보화 사회에는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산업 및
일상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학과에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교육과 실무위주의 융합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빅데이터 전문가, 모바일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 서버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21 세기의 세계 공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컴퓨터를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꿈을 실현시키는 미래를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래를 창조해
갑니다.

관련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MCSE, LPIC, OCP, OCJP SCNA, SCJP, CCNA, CISA, CISSP

졸업 후 진로
•시스템 통합(SI)업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게임개발업체, 모바일 관련 업체, 웹에이전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IT 컨설턴트,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게임프로그래머,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웹마스터, 웹프로그래머, 모바일프로그래머, 컴퓨터프로그래머, 서버관리자 등으로 진출 가능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장

이현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공학박사
前)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 정책 자문위원
前) 원격대학협의회 기획발전위원회 위원
前) 원격대학협의회 역량평가위원
前) 한국사이버대학교, 전략기획실장
前) 연세대 소프트웨어 응용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
前)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양학부, 일반대학원, 공학대학원 강사

http://sw.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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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IT•
디자인
학부

융합정보보안학과
Dept. of Convergence Information Security

지식정보사회의 보안전문가를 육성하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의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산업기밀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등,
기업을 넘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해당 기관의 핵심기술 및 정보에 대한 보안능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biquitous-IT 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출현하였고 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 지식
사회에서의 사이버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보안학과는
보안 담당자들의 역량을 키워 세계 정보보안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력으로 양성합니다.

관련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감리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원

졸업 후 진로
•기업정보보안부서, 보안관리정책부서, 사이버수사대, 방위산업체, 정보기획부서, 산업보안부서, 정보보안통합관제부서,
정보통신 설비업체, 보안연구소 등
•대학원진학 : 컴퓨터 및 정보통신보안대학원

융합정보보안학과장

신종홍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보안 및 영상 신호처리)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국립재활원 IT분야 전문 평가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기관 및 과목 평가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분야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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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공학부

최고의 소방방재 전문가를 육성하는

소방방재학과
Dept. of Fire Disaster Prevention

본 학과는 사이버대학 중 소방방재학과가 개설된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소방공학, 소방행정 그리고
방재공학 분야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을 배출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방방재학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지진, 풍수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소방방재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소방 및 방재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분야), 위험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안전기사,
주택관리사

졸업 후 진로
•소방공무원, 소방관련산업체(설계/시공/감리/점검/제조), 종합건설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대기업체(안전부서/
PL부서), 국공립연구소(화재, 건축방화, 전기안전 등), 소방관련공기업(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협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방재 직렬 공무원채용 지원, 국내외 명문 대학원진학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소방방재학과장

박재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방재 박사 (Ph.D.)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 소방방재과학기술연구소 초빙연구원
국토해양부 건축제도개선위원
소방방재청규제심사위원, 공적심사위원, 국민제안심사위원
중앙소방학교 강사, 서울소방학교 강사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문위원

http://isobang.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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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과
Dept. of Construction System Engineering

실무에 강한
창의적 건설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건설공학에 관한 국제성을 겸비하고 독창성을 갖는 고도의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전문건설기술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단을 스스로 도출하며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및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문서 및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고급 기술자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 인재입니다.

관련자격증
•건축기사 및 건축관련 기술사, 토목기사 및 토목관련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기사,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

졸업 후 진로
•공무원(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 중앙 및 지방), 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민간
건설회사 및 방재관련 회사, 건설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건설시스템공학과장

권영철

일본 도호쿠대학 공학박사
소방방재청 기관평가 위원
前 일본항만공항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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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 신·편입생 모집안내

+

연계전공
학과 소개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기존 학과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및 신규 교과목을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공

▣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직전학기까지 누계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개설전공 안내
스마트폰 기술 연계전공
•스마트폰 앱을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선도한다.

교육목표 및
개요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선도한다.
•스마트폰 보안을 위한 기술을 선도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창출과 마케팅을 선도한다.

졸업 후 진로

•스마트폰 프로그래머, 앱 UI 디자이너, 모바일 보안 전문가, 스마트폰 서비스 기획자,
스마트폰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가 인가한 고등교육법상의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지원자격
신입학 : 고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편입학 : 대학졸업 또는 학점인정등에의한법률에 의거 일정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2, 3학년 편입학 가능)

모집일정
매년 12월~2월 / 매년 6월~8월

전형안내
일반전형 / 산업체(안행부)·군·중앙부처공무원 전형 / 학사편입학 /
기회균등·장애인·새터민·농어촌특별전형 / 시간제등록

전형방법
온라인지원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만으로 선발
※ 수능성적 및 고교성적 미반영

입학안내(http://go.kcu.ac)
☎ 02) 828-5501 ipsi@mail.kcu.ac
숭실사이버대학교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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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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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탐방·문화행사
매 학기 학교 지원을 통한 국내외 문화탐방을 실시합니다.

+

동아리활동
•공부하는 숭실人 : 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반,

KCU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 KCU어울림,
청사모(청소년지도사를 사랑하는 모임), KCU꾸미누리, KCU엔젤아이, KCU문학동아리,
숭풍회(숭실사이버대학교 풍수지리 연구회), 공감
•나 누 는 숭실人 : KCU 풍선공예, KCU참사랑나누미, 안전지킴이, KCU 새오름, 따스아리
•사람좋은 숭실人 : KCU 산악회, KCU 스카우트해외봉사대, 사진공감 '설탕', 아이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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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말하는 ‘우리 엄마 제 2의 인생’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엄마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만 하던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엄마가 무슨 공부야’하며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적 장학금까지 받은 우리 엄마는
현재 저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멋진 최고의 엄마입니다. 1년 전부터 엄마는‘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면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그 동안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잠시 접으셨던 꿈을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을 발판 삼아 더욱 더 원대하게 펼쳐 나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두 번째 인생을

상담심리학과 07학번 우승희(42세)

준 숭실사이버대학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파이팅! 엄마 아들 백종수 올림

나의 꿈을 위해 도전한 자랑하고 싶은 대학생활!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무슨 대학 공부냐’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던 저는 용기를 내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자, 대학교 입학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나이 많은 저를 부담스러워했고, 저의 질문에도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학업에 열심히 매진함은
물론, 학과 MT, 오프라인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였고, 선후배 및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다 보니 벌써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신 학교,
사회복지학과 10학번 황우영(66세)

그 장에서 지도해주신 교수님,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 조교님들과 선후배 및 동료 학우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받았던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너무나 바쁜 시간들이었으나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40대 중반의 나이로 숭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한 결과 매학기 성적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쉬지 않고 대학원 공부까지 마쳐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후배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빠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새로운 꿈, 자신감, 희망을 안겨 준
숭실사이버대학교! 감사합니다!

세무회계학과 10학번 강상염(47세)

내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
방송작가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던 중,‘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신적인 사춘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공부였고, 저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전 마치 어린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한 것처럼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였고, 문단에서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공부하는 내내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KCU방송국에서 아나운서 1기로 뽑혀서
학교 행사에서 MC를 보기도 하였고, 리포터 역할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꿈에 그리던 SBS라디오의 방송작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공부하면서 꾸준히 원고를 써왔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방송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숭실사이버
한국어문화예술학과 09학번 나승현(30세)

대학교의 고마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시작’이라는 단추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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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말하는 ‘어머니의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릴 적 동생은 조산으로 인하여 뇌성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엄마는 그 때부터 동생
치료를 위해 병원과 복지관 등을 많이 다니시면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워나가셨고, 드디어 50이 넘은 나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대학에 등록하실 때, 설레여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학년 때에는 부대표도 맡으셔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너무 멋지시고,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사회복지학과 09학번 양귀식(54세)

주신 숭실사이버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꿈을 응원하는 딸 이희진 올림

남편의 어깨 너머로 희망이 보입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패션모델과 강사를 병행하며 교수의 꿈을 꾸던 저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반신, 손가락, 감각신경
일부분 마비 그리고 모든 몸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 영구적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재활원에서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행복과 희망을 가졌고,‘자랑스러운 엄마와 따뜻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혼자서는 휠체어에 탈 수도, 침대에 누울 수도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제가, 새벽에 공부하다가 남편을 깨워 눕혀 달라고 해도 귀찮다는 표현
없이 나를 안아 눕혀주는 우리 남편.. 남편의 어깨 너머로 보여지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09학번 박상희(40세)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면서 저는 열심히 꿈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나의 꿈으로 실현될 때까지, 저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업에 대한 나의 도전! 숭실사이버대학교와의 만남!
오십 중반에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동안 무엇을 이루었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학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정보보안학과는 꼭 도전하고 싶었던 분야였지만, 막상 수업을 들으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포기를 생각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교수님들의 끝없는 용기와 응원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제 나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만 명에 육박하면서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배운 지식들을
언젠가는 복지관이든 우리 또래의 친구들에게 강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준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융합정보보안학과 10학번 이병숙(55세)

새로운 꿈을 향한 나의 도전!
대학원을 다니던 저의 20대 시절의 장래희망은 바로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하여 꿈을 접었고, 학원운영을
하며 2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운영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저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파선 암이라는 청전벽력과도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무서운 큰 병도 저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3~4주 간격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실에는 인터넷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퀴즈를 치르기 위해서 입원 중에
5시간 정도 외출을 해서 퀴즈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감각이 둔화되어 손으로 책을
넘기기도 힘들었고, 구토, 피로, 탈모, 근육통증 등으로 인해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학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밤에 마스크와 두꺼운 옷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밖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러한 큰 시련도‘사회복지사’라는 저의 꿈을
위한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 준
숭실사이버대학교 사랑합니다!

사회복지학과 10학번 안승미(56세)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추억을 나눈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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