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대학교 
교육부 인증 평가3회 연속 

A등급

신�편입생모집안내
2023년 6월 1일(목) ~ 2023년 7월 12일(수)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내인생이 달라졌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입학전형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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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23. 6. 1(목) ~ 2023. 7. 12(수)

입학자격
•1학년 신입학 / 2학년 편입학 / 3학년 편입학

입학장학

일반장학

장학수혜현황

국가장학

전형료 및 등록금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으로 감면 가능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입학상담

01
•남다른 인적 네트워크 ‘SCU 멘토링’

•일과 학습 병행 가능한 개인별 맞춤 1년 4학기제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서

울
사이

버대학을 다니고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

서울사이버대학교



  

WHY S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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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증된 최고의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차별화된 인텔리전트 시설 

차별화된 대학생활과 재학생 우대혜택

03

02 학사학위과정 소개

20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복지경영전공  • 아동복지전공  

21   심리•상담대학

• 상담심리학과  • 가족코칭상담학과  • 군경상담학과  • 특수심리치료학과

22   사회과학대학

• 부동산학과  • 법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한국어문화학과  • 안전관리학과

23   융합경영대학

• 경영학과  • 글로벌무역물류학과  • 금융보험학과  • 세무회계학과 

24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과  •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기계제어공학과

25   디자인대학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웹문예창작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26   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 피아노과  • 성악과  • 실용음악과  • 음악치료학과

27   국방융합학부

• 드론·로봇융합전공  개편    • 국방관리전공  • 국방기술전공  • 국제협력·북한전공 

28   미래융합인재학부

• AI·소프트웨어전공  • 온라인커머스전공  •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개편   

• 통합건강관리전공   • 회화·공예전공       • 모델연기전공  신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글로벌자격관리센터’를 통한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

•‘커리어코칭센터’를 통해 취업능력 향상

•스펙 업그레이드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전문지식 향상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승진 프로세스 구비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모집일정

구분 일정 내용

합격자	발표 2023. 7. 18(화)
● 입학홈페이지, 문자메시지(SMS)

● 합격 여부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

기본등록금	납부 2023. 7. 18(화) ∼ 7. 20(목)
● 합격자에 한해 기본등록금 30만원 납부

●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학번발급 2023. 7. 27(목) 14시 ● 기본등록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학번발급

수강신청 2023. 7. 27(목) ~ 8. 1(화) ● 학생포털에서 직접 신청

수강등록금	납부 2023. 8. 9(수) ~ 8. 14(월)

● 학생포털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납부(최소수강학점 : 12학점)

● 이미 납부한 기본등록금(30만원)은 수강등록금 납부시 자동 감액처리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2023. 9. 4(월) ● 학생포털에서 로그인을 통한 강의수강

※ 상기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접수기간 :  2023. 6. 1(목) ~ 2023. 7. 12(수)

지원서 작성 절차 입학서류제출

1.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홈페이지 접속

(apply.iscu.ac.kr)

2. 희망 전형 선택 후 '지원서 작성하기' 클릭

3. 희망 학과 및 학년, 전형, 장학 등 선택 후 

기본정보 작성

4. 전형료 납부(2만원) :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가능
※ 전형료 면제 전형 지원자 및 직전학기(차수재지원 포함) 전형료를 

납부한 지원자 등은 전형료 면제

5. 학업계획 작성 및 학업준비도검사 진행

6. 기타 정보까지 작성하면 지원서 제출이 완료됨

〉〉
〉〉

〉〉
〉〉

〉〉

※ 온라인 제출, 우편 및 방문제출 모두 가능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 원본으로 제출 필요 

(예외 적용 가능한 서류는 별도 표기)

학력서류, 전형 및 장학 해당서류 기한 내 제출

우편 제출

방문 제출

온라인 제출 :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력증빙서류 외 
다양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 가능 

    -   제출 방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홈페이지의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 참조

    - 등기우편 주소 : 우편번호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60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관 1층 입학서류접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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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전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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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자

정원외

산업체위탁생전형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군위탁생전형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편입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교육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받은 자 

외국전교육과정
이수자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학력자격

1학년 신입학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①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②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⑤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⑥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①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②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④ 외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⑤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⑥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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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

정원내

일반전형

특별장학

(직장인)

●  근로사실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이 가능한 자(개인사업자 포함)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에만 두 번째 일반학기 장학금 지급

●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특별장학 혜택 소멸

특별장학

(전업주부)
●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

특별장학

(농어촌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읍·면·리인 자

특별장학

(특성화�특목고)

● 특성화�특목고를 졸업한 자 

(전문계�실업계�방송통신고 포함)

● 신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 고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 후 5년 이내  

입학자(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017년 12월 이후 졸업(합격)생에 한함

● 신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전문학사)

● 전문학사를 보유한 자

● 편입학만 가능

특별장학

(만학도)

● 만 60세 이상

● 1963년 1월 1일 이전 출생

특별장학

(해외거주자)
● 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

특별장학

(학사학위)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3학년 편입학만 가능

외국고교과정

이수자장학

● 외국에서 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귀화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협력기관장학

(산업체)

●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이

며, 4대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빙서

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협력협정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협력협정 근거

● 연 1회(9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협력기관장학

(군)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

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

은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협력협정 근거

● 연 1회(9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글로벌리더장학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 이내) 

IELTS : 7.0 이상, TOEFL IBT : 100 이상, 

TEPS : 452 이상, TOEIC : 880 이상 

新HSK 6급, JPT 880이상, JLPT N1급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정원내 일반전형은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아래 장학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입학장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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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장학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학기(=정규학기), 집중학기(=계절학기)

※ 상기 장학금은 모두 2023학년도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에만 지급

※  모든 장학은 이중수혜금지 원칙(단, 국가장학, 교외장학은 제외)으로 하며, 2023학년도 각 전형별 합격자는 입학 첫 학기에는 해당 전형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수혜가능. 따라서,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 신청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가능

※  보훈대상자(본인/자녀/제대군인) 및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입학 첫 학기 해당 장학을 신청할 경우 전형유형과 관계 없이 해당 장학 지급(입학 시 해당  

장학 미신청자는 재학 중 특별장학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전형 장학구분 장학자격 장학혜택 지급기준

학사편입 학사편입장학 ●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20%

●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

만 두 번째 일반학기 장학금 지급

●   두 번째 일반학기 타 장학 수혜 시 

학사편입 장학혜택 소멸

산업체위탁

(중앙부처

공무원	포함)

산업체위탁장학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위탁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  위탁협약 근거

●   연 1회(9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군위탁 군위탁장학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위탁협약 근거

●  연 1회(9월) 재직확인 

(미확인시 제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장학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교육기회

균등
복지장학 ●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   입학 첫 학기 이후, 매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 신청 시 지급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성적이 연속 2개 일반학기 2.0 미만
이거나 직전 일반학기 0점인 경우 
지급 불가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북한이탈주민장학 수혜 이후 한울

장학으로 변경 불가
●   개강 이후, 재단에서 정한 소정 기간 

내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대학에 교
육이수증 제출(미제출 시 지급 불가)

한울장학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에서  

입학 당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외국전교육

과정이수자

외국인전교육과정

이수자장학
●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Meta-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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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지급대상 장학혜택 지급기준

수석 ● 각 학과(전공)별 성적 최우수자 1인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75 이상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최우수 ● 각 학과(전공).학년별 성적 최우수자 1인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50%

우수 ● 각 학과(전공).학년별 상위 6%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5%

신일
●  대학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이 기대되는 자
재학기간 내 수업료 

30만원 ~ 수업료 100%
● 학과 또는 입학처의 추천을 통해 지급

공로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봉사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0만원~10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소정기간 내 추천을 통해 지급

해외파견
●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국가고시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사법/외무/행정/기술

고시)에 합격한 자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보훈(본인)
●   보훈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재학기간 내 수업료 100%

●  성적.지급한도 제한 없음

●  집중학기 지급 가능

보훈(자녀)
●    보훈 법령에 의한 보훈자녀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10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0 이상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 (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보훈(장기복무
	제대	군인)

●     장기 복무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8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성적 제한 없음

●  8개 일반학기 수업료 감면(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가족

●      본교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2

인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전체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게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각 25%

(예:가족 3명이면 2명 신청가능)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수혜자는 매 일반학기 신청 시 변경가능

●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전원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졸업생 제외)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 신청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일반전형 - 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지원자

만 가능

●      본교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5% 

국방

●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 

군인 중 잔여 복무 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고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 학

기 신청 가능)

최초 확인된 복무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신일가족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교직원 및 관계사 임직원

재직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학교사랑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
고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두 번째 입학)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하
고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세 번째 입학)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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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장학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학기(=정규학기), 집중학기(=계절학기)

※ 상기 장학금은 보훈(본인)�집중학기장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학기에 한하여 지급

※ 집중학기장학은 학생의 일반학기 장학정보와 무관하게 집중학기 수강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기준 첫 번째 집중학기는 일괄 15%의 장학금 지급

장학종류 지급대상 장학혜택 지급기준

도우미
●    교내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학교가 지정

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신일사랑

●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

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협회

●      본교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학생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단, 입학 첫 학기 신청자에 한해서 매 일반 학

기 신청 가능)

협약에 따라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감면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집중학기 ●      집중학기 수강등록자 집중학기 수업료 15%

●   직전 집중학기 성적 3.0 이상

●  학생 개인별 일반학기 장학정보와 별개 지급

●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지급불가

해외교민

●       2013학년도 이후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교 입학 후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희망나눔

●        교내 장학 미 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

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

내로 확인된 자 중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30%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 일반학기 성적 2.5 이상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병역명문가

●       2016학년도 이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중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신청 후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 장학 신청 후 두 번째 일반 학기 타 장학 수혜 시 

병역명문가 장학혜택 소멸

나라사랑
●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으로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한 자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 3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강북구민

●  2018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중 학생 본인이 

강북구민으로 매 일반 학기 소정 기간 내 신

청한 자

해당 일반학기

수업료 20%
●  직전 일반학기 성적 3.0 이상

교외

●         장학기금을 기탁한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한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  대상자 지정이 없는 경우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기탁자 의견 또는

장학위원회 심의
●  장학위원회 심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과 학사학위 취득이 고민되신다면, 

 '모두를 위한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연도별 장학금 지급인원

사이버대학 중

교내장학금 4년 연속 압도적 1위!   2021년 장학금 총액 절대적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10,000

인원(단위:명)

13,000

16,000

19,000

22,000

25,000

※대학알리미 자료 기준

15,458 16,484
17,255

20,621

2021학년도

25,214

장학수혜현황

서울사이버대학교

A사이버대학교

B사이버대학교

C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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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알리미 자료 기준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90억원 165억원 255억원

242억원

188억원

173억원

164억원

138억원

115억원

78억원

50억원

58억원



국가장학

국가장학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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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장점  

 -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0구간(기초)~8구간 이하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18학점 이하 신청 기준)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금액

I 유형

다자녀
(세자녀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준을 갖춘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성적기준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세부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0구간(기초)~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전액 지원

1단계

전자서명수단(인증서) 

준비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3단계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으

로 제출(미제출

시 심사불가)

4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2단계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학번 또는 
수험번호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1599-2000

https://www.kosaf.go.kr

서울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금 안내
02-944-5000

https://apply.iscu.ac.kr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 신편입생 기준이며, 국가장학Ⅰ유형의 경우 재학생은 수강신청학점 및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Meta-UNIVERSITY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전형 및 장학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및 등록금

※ 피아노과 실기레슨 등 실습과목 수강시 과목별로 실습비가 추가됩니다. 
※ 수업료는 신청하신 장학에 따라 감면됩니다. 

※ 수강신청 최소 학점 : 12학점

신청학점 장학 미적용시 수업료 20% 장학 적용시 30% 장학 적용시

12학점	신청 936,000 748,800 655,200

15학점	신청 1,170,000 936,000 819,000

18학점	신청 1,404,000 1,123,200 982,800

전형료 : 20,000원

등록금

교내장학 적용시 수업료 감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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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소 경비로 책정된 입학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

② 전형료 면제 전형 지원자 및 직전학기(차수재지원 포함) 전형료를 납부한 지원자 등은 전형료가 면제됨

수업료

① 학점당 78,000원 

②  합격자는 기본등록금 납부기간에 기본등록금(30만원)을 납부한 후 수강등록금 납부기간에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추가 납부해야 함(기 납부한 기본등록금 제외)

③ 수강신청은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가능 

④  입학금은 전면 폐지하며, 실입학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  실입학비용(99,000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환불)되어 실제 납부액은 0원임. 단, 실입학비용 세부 처리 절차 등은 추후 공지 예정

(단위 : 원)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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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계열별 모집

계열 대학, 학부 학과·전공

미래창의융합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융합경영대학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미래융합인재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통합건강관리전공, 
회화�공예전공, 모델연기전공 [신설]

국방융합학부 드론�로봇융합전공, 국방관리전공, 국방기술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 피아노과는 정원내 일반전형 1학년 신입학만 모집함

모집단위
계열 통합 모집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정원내 일반전형  105  267  222  594 

정원외

산업체위탁생전형  1,818  1,777  2,804  6,399 

군위탁생전형  1,724  1,692  2,336  5,752 

학사편입전형 - -  35  35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63  162  235  560 

교육기회균등전형  17  19  40  76 

북한이탈주민전형  392  394  625  1,411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  202  206  331  739 

시간제 722  722 

전형별 모집인원 단위(명)

※ 학업준비도검사의 경우 1회 응시하여 30분 이내 작성완료

평가 항목의 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반영점수

적성평가(학업준비도검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 안정성, 

인내력, 인터넷활용능력 등
30점

학업계획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등 70점

총	점 100점

전형기준

우선순위 항목

1순위 학업계획 총점 우수자

2순위 연장자

동점자 처리 기준



제출서류

학년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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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신입학

2�3학년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4년제 대학교만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4년제 대학교만 가능) 1부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가능 및 발급기간이 별도로 표기된 서류는 예외)



장학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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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형 장학구분 제출서류

일반

특별장학
     ●  특성화�특목고 졸업자(신입학)
     ●  고교졸업생진학장려대상자(5년이내)(신입학)
     ●  전문학사보유자(편입학)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

특별장학 :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근로사실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특별장학 : 농어촌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특별장학 : 전업주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장학 : 만학도(만6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특별장학 : 해외거주자(해외 거주 내�외국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가 시민권(사본)

특별장학 : 학사학위(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보유자)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학사학위가 확인되어야 함)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
 (외국에서 고교과정(3년)을 이수한 자)
 (외국인, 재외국민 및 귀화자)

●  학력증빙서류 확인
- 신입학 : 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 : 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해당학점 이수)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동의서
●  신분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외국인 :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 귀화자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협력기관장학(협력협정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

●  공적증명서 또는 정원외입학취학추천공문
(공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고용보험자

격이력내역서 중 택1 가능 / 정원외입학취학추천공문은 소속부대에서 신청)

글로벌리더장학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이내) IELTS : 7.0 이상, TOFEL IBT : 100이상 

TEPS : 452이상, TOEIC :880이상 新HSK 6급, JPT 880이상, JLPT N1급)

산업체위탁
(중앙부처공무원 포함)

산업체위탁장학

●  공적증명서
(공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고용

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가능)

군위탁 군위탁장학
●  정원외입학취학추천공문

(정원외입학취학추천공문은 소속부대에서 신청)

학사편입 학사편입장학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학사학위가 확인되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장학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확인원) 중 택1

교육기회균등 복지장학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빙서류

  - 신입학 : 해당지역 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

  - 편입학 : 교육부 장관명의 학력인정통보공문

   ※ 대한민국내 학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력서류로 학력인정 대체 가능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한울장학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외국인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

●  신입학/편입학 지원에 따른 학력증빙서류 구분
  - 신입학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해당학점 이수)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동의서 

(학년별 제출서류 참고)
●  신분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외국인 :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 귀화자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모든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외국인 학생 및 외국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4년제 대학교만 가능) 1부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학년별 학력증빙서류는 장학과 관계 없이 반드시 제출

Meta-UNIVERSITY

※ 시간제 전형 제출서류 : 최종학력 학력증빙서류



유의사항 및 입학상담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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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종합)성적 60점 미만자(백분위 점수)는 모집정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모집정원에 따라서는 합격 점수라도 고득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됨

② 지원서를 작성할 때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③ 지원자 본인의 합격여부는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 미조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④  지원 자격 미충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출서류(입학원서 포함)의 허위기재�위변조�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⑤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학적이 가능함 

    (단, 타 대학이 복수 지원, 이중 학적이 허용하는지는 해당대학에 확인필요)  

⑥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⑦ 접수기간과 납부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전형료를 미납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⑧  이미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관리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입학포기 혹은 제적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⑨  지원서에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되어도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⑩ 입학 지원 시 본교 학칙을 참고하여 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학칙은 본교 대학홈페이지 참고)

⑪ 신·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단 군휴학, 질병휴학(진단서 4주 이상)은 예외로 함

⑫  학점은행제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최종 인정(성적증명서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 

(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⑬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최소 경비로 책정된 입학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⑭ 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⑮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교 장학 규정에 따름

⑯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위탁전형 유의사항

①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연 1회,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을 기준으로 위탁생 재직여부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입학 시점(매년 3월 1일, 9월 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위탁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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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	위탁생	유의사항
    •  군 위탁생의 경우 본인 의사로 전역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 단,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전역한 경우, 의가사전역�장기신청탈락�복무연장신청탈락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  1학기 신�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연 1회,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을 기준으로 위탁생 복무여부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단,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

추가합격자 선발 관련 유의사항

①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입학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②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③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연락 3회 이상 두절)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를 이양함

입학상담 게시판
 -  실시간 문의가 어려우신 경우 입학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상담 게시판 위치 : 입학홈페이지 - 입학상담실 - 입학상담 게시판

입학문의
 -  입학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전화, 카카오톡 상담, 게시판답변 등 지원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입시 관련 정보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링크 위치 : 입학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 상단 팝업 클릭
 - URL : https://chat.bizmsg.io/services/index

입학상담전화 : 02) 944 - 5000
 - 학사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원격지원 서비스
 -  컴퓨터로 접속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연중무휴 원격 지원을 통해 즉시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접속 링크는 입학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으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학교 대표번호 : 02) 944 - 5000

입학홈페이지 : https://apply.iscu.ac.kr
 - 입학홈페이지의 여러 채널들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학홈페이지 접속 QR코드



학사학위과정 소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심도 있는 이론 수업은 물론

실기수업 및 전문가 팀 티칭을 병행하여 학문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의 발전과 자아성취, 더 나아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실용인재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트 테크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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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사이버대 최초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

사이버대학의 시그니처 브랜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공과대학

사회복지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인재학부 미래융합인재학부

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심리�상담대학

국방융합학부

융합경영대학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		AI	�	소프트웨어전공		
•	온라인커머스전공	

•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	통합건강관리전공			

•	회화	�	공예전공
•	모델연기전공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	드론	�	로봇융합전공		
•	국방관리전공		

•	국방기술전공		

•	국제협력	�	북한전공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20p

24p

22p

26p

28p 29p

21p

25p

23p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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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welfare.iscu.ac.kr

사회복지 복수전공제로 전문성은 더 깊게 전공학습의 폭은 더 넓게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관, 병원, 재활센터, 사회복지 민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기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사회복지 학계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평생교육사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이상 국가자격증), 가족지원전문가 

(이상 민간자격증)

노인복지전공
노인복지학사

elderly.iscu.ac.kr

사이버대학 최초! 노인복지교육의 리더! 고령사회 전문가 육성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실무 및 관리, 노인교육전문가, 노인케어전문가, 

                      노후생애설계지도자, 노인상담전문가, 노인실천 전문가로 활동, 노인관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사회복지직 공무원, 국내외 대학원 진학 가능.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자격증),  

노인레크리에이션지도사(이상 민간자격증), 노인복지전문지도사, 치매케어전문가(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복지경영전공
복지경영학사

swm.iscu.ac.kr

복지경영 전문가의 산실, 상생과 혁신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인재 육성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실무자, 관리자로 취업. 비영리 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기관, 사회경제조직, 민간단체, 법인 등 설립하거나 전문가로 종사하게 됨. 

                     사회복지, 행정, 경영 등 관련 분야 국내외 대학원 진학.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자격증),   

비영리조직운영가(민간자격증), 복지시설경영사(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아동복지전공
아동복지학사

scuchild.iscu.ac.kr

아동복지와 보육! 최고의 융복합적 전문실천가 양성! SCU 아동복지전공

졸업 후 진로 		아동복지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학습한 후 어린이집, 아동 양육시설,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관련국제구호단체,  

아동상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유관단체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최고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 및 보육 관련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국내외 유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함.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

(이상 국가자격증), 가족지원전문가, 아동돌봄기관운영전문가, 아동상담사,  

비영리조직운영가(이상 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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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welfare.iscu.ac.kr

사회복지 복수전공제로 전문성은 더 깊게 전공학습의 폭은 더 넓게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관, 병원, 재활센터, 사회복지 민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기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사회복지 학계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평생교육사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이상 국가자격증), 가족지원전문가 

(이상 민간자격증)

노인복지전공
노인복지학사

elderly.iscu.ac.kr

사이버대학 최초! 노인복지교육의 리더! 고령사회 전문가 육성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실무 및 관리, 노인교육전문가, 노인케어전문가, 

                      노후생애설계지도자, 노인상담전문가, 노인실천 전문가로 활동, 노인관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사회복지직 공무원, 국내외 대학원 진학 가능.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자격증),  

노인레크리에이션지도사(이상 민간자격증), 노인복지전문지도사, 치매케어전문가(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복지경영전공
복지경영학사

swm.iscu.ac.kr

복지경영 전문가의 산실, 상생과 혁신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인재 육성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실무자, 관리자로 취업. 비영리 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기관, 사회경제조직, 민간단체, 법인 등 설립하거나 전문가로 종사하게 됨. 

                     사회복지, 행정, 경영 등 관련 분야 국내외 대학원 진학.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자격증),   

비영리조직운영가(민간자격증), 복지시설경영사(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아동복지전공
아동복지학사

scuchild.iscu.ac.kr

아동복지와 보육! 최고의 융복합적 전문실천가 양성! SCU 아동복지전공

졸업 후 진로 		아동복지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학습한 후 어린이집, 아동 양육시설,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관련국제구호단체,  

아동상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 유관단체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최고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 및 보육 관련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국내외 유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함.

자 격 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

(이상 국가자격증), 가족지원전문가, 아동돌봄기관운영전문가, 아동상담사,  

비영리조직운영가(이상 민간자격증)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counsel.iscu.ac.kr

사이버대학교 최다, 최고 전임교수진의 지도하에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친 이론과 
실무가 강한 상담심리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심리, 상담 및 임상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공립 또는 시�도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및 정신건강

센터, 중고등학교상담실 등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상담소, 개인 심리상담실, 및 정신의료

              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또한 본교대학원,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심리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음.

자 격 증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자격증), 임상

심리전문가, 일반심리사, 범죄심리사, 발달심리사, 건강심리사, 산업 및 조직심리사(이상 학회 수료증 

및 인증서), 놀이심리상담사, 상담심리지도사, 피해상담사(이상 민간등록자격증), 아동상담사(이상 마

이크로디그리 인증서)

가족코칭상담학과
가족상담학사

family.iscu.ac.kr

 가족상담을 기반으로, 심리상담, 코칭상담을 아우르는 학과

졸업 후 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여성긴급전화센터 등에서 근무  

가능. 코칭상담, 진로코칭 강사가 될 수 있고, 상담관련 대학원 진학 및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 부여.

자 격 증 		건강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이상 국가자격증), 가족상담지도사, 가족코칭지도사, 상담 

심리지도사(이상 민간자격증), 부모교육상담, 부부상담, 이혼상담(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군경상담학과
군경상담학사

mpcounsel.iscu.ac.kr

군인과 경찰을 위한 특화교육!  No.1 군경상담학과

졸업 후 진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활동하거나 상담 관련 기관에 취업하여 군•경찰 

분야의 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본교대학원, 일반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도 있음.

자 격 증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2급(이상 국가

자격증), 상담심리지도사, 상담심리사, 피해상담사, 리더십지도사(이상 민간자격증), 군상담사, 

경찰상담사(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특수심리치료학과
특수심리치료학사

psychotherapy.iscu.ac.kr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통합적 안목을 갖춘 ‘특수심리치료사’ 양성!

졸업 후 진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트라우마치료, 예술치료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발달센터, 기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특수심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본교 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관련 전공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특수심리치료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놀이심리재활 영역),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2

급(이상 국가자격증), 놀이심리상담사, 학습코칭전문가, 피해상담사, 심리상담사, VR·AR 콘텐츠  

상담사, 영상영화심리상담사,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이상 민간자격증), 아동상담사(이상 마이크로디

그리 인증서)

 ※ 민간자격증의 취득과정,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cert.iscu.ac.kr) 및 학과별 홈페이지,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Meta-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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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estate.iscu.ac.kr

학문의 실용성! 부동산학과의 자존심입니다

졸업 후 진로 		정부부분, 국영기업체, 연구소, 건설업체 및 부동산컨설팅업체로 진출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 기관에서 담보설정 및 저당권 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 할 수 있음.

자 격 증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IPS(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빌딩경영관

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경매사

법무행정학과
법무행정학사

lawadmin.iscu.ac.kr

21세기 실용적인 가치창조의 융합형 리더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법원공무원, 군무원, 소방 및 교정공무원, 국회사무처, 선거관

리위원회, 언론계, 금융기관, 각종 공·사 기업체의 송무나 채권관리, 여성단체,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

고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법인이나 개인법률사무소 사무요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공·

사 부문에서 정책 관련 업무, 일반관리 업무, 총무 및 인사관리 업무, 기획 및 조사분석 업무, 예산관련  

업무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영역 업무에서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자 격 증 		• 법학 관련 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국내외 각종 대학원 및 로스쿨, 각종 공무원 준비 등

•  행정 관련 자격증 :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사분석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그리고 국내외 각종 대학원 

및 로스쿨, 각종 공무원 준비 등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사

health.iscu.ac.kr

사이버대 최초! 사이버대 최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의료기관, 보건직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관련 단체,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

기회사,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보건(방역)행정, 원무행정, 보험심사, 의료기관 인증, 보건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졸업 후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외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

자 격 증 			보건교육사2급.3급,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산업위생관리기사, 산림치유지도사2급(이상 국가

                        자격증), 병원행정사(이상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건강보험사, 보험심사평가사 2급,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이상 민간자격증)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문화학사

korean.iscu.ac.kr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스마트 파워의 산실, 한국어교원(2급)과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 동시 취득

졸업 후 진로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교강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교 교강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교강사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http://www.socinet.go.kr) 운영 기관 한국어와한국문화 강사(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및 한국사회이해 강사(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 외교부 산하 KOICA봉사단원(한국어교육)

• 고용 노동부 위탁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 교사

•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관리 지역별 가족센터의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및 한국어교육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 외교부 재외공관 등록(재외동포재단 지원) 해외 한글학교 교사

• 해외 진출 기업체 근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강사

•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한국어 교강사

• 대학원(일반 / 특수 / 국제 / 전문) 진학 등

자 격 증 		한국어교원 2급(국가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법무부장관 인정 총장 수료증)

안전관리학과
산업안전학사

safety.iscu.ac.kr

모든 현장에서 활약가능한 안전전문인력 배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취업을 제공하려는 '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진로 		• 환경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안전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안전관련 공무원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 및 보건 관련 국영 및 민간 연구소

• 민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고용)

자 격 증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

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환경위해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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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estate.iscu.ac.kr

학문의 실용성! 부동산학과의 자존심입니다

졸업 후 진로 		정부부분, 국영기업체, 연구소, 건설업체 및 부동산컨설팅업체로 진출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 기관에서 담보설정 및 저당권 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 할 수 있음.

자 격 증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IPS(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빌딩경영관

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경매사

법무행정학과
법무행정학사

lawadmin.iscu.ac.kr

21세기 실용적인 가치창조의 융합형 리더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법원공무원, 군무원, 소방 및 교정공무원, 국회사무처, 선거관

리위원회, 언론계, 금융기관, 각종 공·사 기업체의 송무나 채권관리, 여성단체,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

고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법인이나 개인법률사무소 사무요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공·

사 부문에서 정책 관련 업무, 일반관리 업무, 총무 및 인사관리 업무, 기획 및 조사분석 업무, 예산관련  

업무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영역 업무에서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자 격 증 		• 법학 관련 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국내외 각종 대학원 및 로스쿨, 각종 공무원 준비 등

•  행정 관련 자격증 :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사분석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그리고 국내외 각종 대학원 

및 로스쿨, 각종 공무원 준비 등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사

health.iscu.ac.kr

사이버대 최초! 사이버대 최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의료기관, 보건직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관련 단체,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

기회사,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보건(방역)행정, 원무행정, 보험심사, 의료기관 인증, 보건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졸업 후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외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

자 격 증 			보건교육사2급.3급,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산업위생관리기사, 산림치유지도사2급(이상 국가

                        자격증), 병원행정사(이상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건강보험사, 보험심사평가사 2급,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이상 민간자격증)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문화학사

korean.iscu.ac.kr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스마트 파워의 산실, 한국어교원(2급)과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 동시 취득

졸업 후 진로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교강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교 교강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교강사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http://www.socinet.go.kr) 운영 기관 한국어와한국문화 강사(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및 한국사회이해 강사(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 외교부 산하 KOICA봉사단원(한국어교육)

• 고용 노동부 위탁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 교사

•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관리 지역별 가족센터의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및 한국어교육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 외교부 재외공관 등록(재외동포재단 지원) 해외 한글학교 교사

• 해외 진출 기업체 근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강사

•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한국어 교강사

• 대학원(일반 / 특수 / 국제 / 전문) 진학 등

자 격 증 		한국어교원 2급(국가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법무부장관 인정 총장 수료증)

안전관리학과
산업안전학사

safety.iscu.ac.kr

모든 현장에서 활약가능한 안전전문인력 배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취업을 제공하려는 '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진로 		• 환경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안전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안전관련 공무원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 및 보건 관련 국영 및 민간 연구소

• 민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고용)

자 격 증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

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환경위해관리기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biz.iscu.ac.kr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졸업 후 진로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창의력과 적응력을 갖춘 CEO로 성장, 

                       경영대학원(MBA), 테크노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최신 경영

              이론 및 실무지식의 습득을 통해 현업에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신의  

가치향상과 더불어 원하는분야에 취업

자 격 증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창업지도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물류관리사,

                     마케팅영업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글로벌무역물류
학과

무역학사

etrade.iscu.ac.k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과정으로 글로벌경영-무역-물류-유통 교육의 No. 1 대표 브랜드!

졸업 후 진로 			수출입 관련 무역회사, 국제물류기업 및 운송업체, 포워딩회사, 항만 및 공항 관련 물류기업, 국내 

및 외국 물류기업, 관세 및 세관 관련 업무, 제조기업의 수출입 구매 및 조달 관련 업무, 유통전문 

기관, 공공기관 분야에서 무역물류전문가로 활동. 대학원 진학 및 유학, 학계, 연구원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음.

자 격 증 		무역물류마스타(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인증수료증 수여), 국제무역사, 무역관리사, 물류관리사, 국제

물류사,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관세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구매관리사, 보세사, 

무역영어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사

money.iscu.ac.kr

사이버대 유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하는 부자되는 학과 

졸업 후 진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에 진출할 수 있으며, 프라이빗 뱅커(PB),  

웰스매니저 (WM), 재무설계사(FP),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음. 일반 

기업체의 재무 및 금융 분야, 재테크, 그리고 자산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도 가능. 고령화 시대에 요구 

되는 생애설계 및 재무 설계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MBA 과정에 입학하여 전문

지식을 배우고 전문직과 학계, 그리고 연구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음.

자 격 증 					CFP, AFPK,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산관리사(FP),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외환관리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신용위험분석사(CRA), 여신심사역,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세무회계학과
회계학사

tax.iscu.ac.kr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실무교육! 최고의 세무회계 리더

졸업 후 진로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전문 세무회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내외 모든 기업의 재무.

                      세무.회계 담당자로 진출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세무관련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가 열려 있으며 기업의

                      경리파트, 각 기업 및 공공 기관의 회계담당, 기업 M&A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음. 

                      더 나아가 학과의 생애설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는 경우 100세시대 도래에 따라 종합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종합자산설계사로의 진출까지 확대할 수 있음.

자 격 증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회계관리1.2급,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세무회계1.2.3급, 

기업회계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재경관리사, AT(Accounting Technician), 감정평가사, 

ERP정보관리사1.2급

※ 민간자격증의 취득과정,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cert.iscu.ac.kr) 및 학과별 홈페이지,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Meta-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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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cse.iscu.ac.kr

제4차 산업혁명의 IT기술을 선도하는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진로 			컴퓨터회사, 정보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 컴퓨터S/W회사, 정보통신망관리업체, 보안업체, 콘텐츠 

개발업체, 무선인터넷업체, 광고회사, 유·무선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 국가기술직공무원, 

인터넷방송국, IT분야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
공학사

security.iscu.ac.kr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분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공학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공지능대학원 등에 진학이 가능하며, 사이

버작전사령부(국군 사이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 기무사령부), 경찰 사이버안전국을 비

롯한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관, 인공지능 관련 업체, 보안 회사, 통신 사업자, 포털 

및 게임 업체, 금융 기관 등 다수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

가,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보안 전문가, 디지털 포

렌식 전문가, 사이버 수사 요원, IT 컨설턴트, 화이트 해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데이터분석,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eee.iscu.ac.kr

미래의 최첨단 전기전자 기술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직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전기전자 분야 업체, 정보 

통신업체,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 전기시스템 관련 업체, 인터넷 관련 업체, 정보통신망관리 업체, 벤처 

기업 창업 등 IT 분야에 취업 할 수 있음.

자 격 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기계제어공학과
공학사

mce.iscu.ac.kr

제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계제어 전문가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직 공무원, 정부산하 기관, 기계부품 관련

                    업체, 자동차 관련업체, 조선 관련업체, 로봇 분야 관련업체, 항공회사, 중공업 관련업체, 건설기계 

                       관련업체, 플랜트 전문 업체, 반도체 업체, 벤처기업 창업

자 격 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

비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  

기계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IoT지식능력검정,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임베디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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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공학사

cse.iscu.ac.kr

제4차 산업혁명의 IT기술을 선도하는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진로 			컴퓨터회사, 정보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 컴퓨터S/W회사, 정보통신망관리업체, 보안업체, 콘텐츠 

개발업체, 무선인터넷업체, 광고회사, 유·무선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 국가기술직공무원, 

인터넷방송국, IT분야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
공학사

security.iscu.ac.kr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분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공학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공지능대학원 등에 진학이 가능하며, 사이

버작전사령부(국군 사이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 기무사령부), 경찰 사이버안전국을 비

롯한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관, 인공지능 관련 업체, 보안 회사, 통신 사업자, 포털 

및 게임 업체, 금융 기관 등 다수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

가,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보안 전문가, 디지털 포

렌식 전문가, 사이버 수사 요원, IT 컨설턴트, 화이트 해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데이터분석,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eee.iscu.ac.kr

미래의 최첨단 전기전자 기술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직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전기전자 분야 업체, 정보 

통신업체,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 전기시스템 관련 업체, 인터넷 관련 업체, 정보통신망관리 업체, 벤처 

기업 창업 등 IT 분야에 취업 할 수 있음.

자 격 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기계제어공학과
공학사

mce.iscu.ac.kr

제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계제어 전문가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직 공무원, 정부산하 기관, 기계부품 관련

                    업체, 자동차 관련업체, 조선 관련업체, 로봇 분야 관련업체, 항공회사, 중공업 관련업체, 건설기계 

                       관련업체, 플랜트 전문 업체, 반도체 업체, 벤처기업 창업

자 격 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

비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  

기계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IoT지식능력검정,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임베디드기사

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multi.iscu.ac.kr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21세기형 디자인 리더 양성

졸업 후 진로 		기업체, 광고회사의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 게임, 이벤트 관련  

디자이너 및 프리랜서 디자이너, 영상/애니메이션, CF감독 및 프로듀서, 컴퓨터그래픽전문가, 편집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

자 격 증 		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Adobe ACS자격증,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사

arch.iscu.ac.kr

새로운 공간문화를 창조하는 건축디자인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건축설계 및 디자인 사무소, 인테리어 사무소, 모형제작회사, 적산 및 견적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종합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도시철도공사, 방송

국 시설 및 세트디자인실 등 각종 건축 설계와 건축시공 관련 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음.

자 격 증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

기사, 콘크리트기사

웹문예창작학과
문학사

Ic.iscu.ac.kr

웹소설, 웹툰은 물론 웹을 통해 발표하는 시, 소설, 수필까지. 21세기 문학을 선도하는 웹문예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소설가, 시인, 수필가, 문학평론가, 방송 작가, 방송/신문기자, 출판 편집자 및  

번역가, 광고 작가,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웹소설/웹툰 PD, 웹툰 각색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자 격 증 					웹·스토리작가, 문화예술웹홍보사, 독서가족상담지도사 등의 다수의 웹과 문화예술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뷰티디자인학과
미용예술학사

beauty.iscu.ac.kr

초융합시대의 K-뷰티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할 뷰티미용전문가와 뷰티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방송국 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학원 강사, 퍼스널 컬러리스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 뷰티크

리에이터, 대학 강사 및 교수 

•  헤어디자이너, 두피관리사, 헤어교육강사, 헤어 및 두피샵 매니저, 헤어 및 두피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 

매니저, 웨딩 전문 헤어디자이너, 토탈 뷰티샵 개인 창업                                                                                         

•  뷰티 테라피스트, 메디컬 스킨케어 테라피스트,  아로마 테라피스트, 피부미용 화장품 뷰티컨설턴트,  

피부관리샵 창업, 네일 아티스트

자 격 증 		미용사면허(보건복지부), 이용사, 이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장,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이상 국가자격증), 업스타일디렉터(한국메이크업전문가 직업교류협회), 아로마상담사(대한아로마테

라피학회), 아로마관리사(한국대체요법협회), 퍼스널뷰티컬러(PCA협회), 두피모발제품분석상담사 

(대한두피모발전문가협회), 천연아로마활용전문가(1급), 두피정보관리사(1,2급), 피부미용교육강사, 

네일아트교육강사, 메이크업교육강사, 헤어미용교육강사(이상 민간자격증), 그 외 발관리, 스포츠마사지, 

경락관리, 비만관리, 타이마사지, 메이크업 관련 다수의 자격증 취득 가능

※ 민간자격증의 취득과정,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cert.iscu.ac.kr) 및 학과별 홈페이지,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Meta-UNIVERSITY



26   SEOUL CYBER UNIVERSITY       I       학사학위과정 소개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사

artmanage.iscu.ac.kr

문화예술과 관객, 그 소통의 다리를 놓다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문화예술 경영인으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전문성을 구축하여 공연, 축제, 예술단체경영, 문화예술교육자,  
문화 예술 환경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개인창업을 통해 기획사 및 1인 창업, 프리랜서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과 기량을 연마할 수 있음.
• 장르별 전문성 구축 (문화예술관련 PD/문화예술 기획자) 
• 문화예술 공연 (공연기획/극장경영/공연단체 운영)
• 예술단체 경영 (인력관리/재무관리/프로그램 운영/마케팅/조직평가)      
• 문화예술 교육 (교육컨텐츠 설계/프로그램 개발/교육매체활용/교육평가)
• 문화환경 기획 (도시마케팅/문화도시계획/문화도시설계/문화관광)

무대예술전문인1·2·3급, 문화예술교육사1·2급, 컨벤션기획사1·2급,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준학예사,  
정학예사1·2·3급), 이벤트플래너, 이벤트프로듀서, 이벤트연출사1·2·3급

피아노과
음악학사

music.iscu.ac.kr

사이버대학 유일 정통 클래식 음악교육! 최우수 교수진의 강의와 맞춤형 실기지도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수 료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전문 연주자 및 전문 반주자 (합창단 반주, 음악 관련 단체의 단원 및 반주자)
• 교육자 :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실기교사, 유아 음악 지도교사, 음악학원 운영 및 개인 레슨
• 음악 관련직 종사자 : 음악전문기자, 음악 구성 작가, 음악 전문 PD, 클래식 음악 해설가, 무대 및 방송음악 감독 
• 공연예술기획 전문가 : 민간 기업체 공연 예술 분야 및 음악관련 기업.단체 경영,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관련직 종사자 
• 음악 기획자 : 뮤지컬·미디어음악 등의 기획자, 또한 음반 제작, 컴퓨터음악 관련 산업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피아노 교육전문가<피아노 아카데미아 등급>, 더피아노 21C 기초피아노 지도
자, 피아노 교육전문가<피아노 마에스트로 등급>, FI 중·고급 피아노 지도자, 예술융합교육지도사, 시니어뮤직가
튼 음악전문강사, 피아노 지도자(민간자격증), 피아노 페다고지(민간자격증), 피아노 반주자(민간자격증), 피아
노 연주자, 오르간 마스터 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Disklavier Class Certificate, 러시아 그네신 음대 연수 수료증, 러시아 음대교수 초청 Master Class Certificate

성악과
음악학사

voice.iscu.ac.kr

사이버대학 최초 성악과! 최우수 교수진의 이론 및 실기 전공지도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수 료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음악대학원, 교육대학원)           
• 전문 연주자 활동(성악, 뮤지컬, 합창단, 크로스오버, CM 실용음악, 대중음악)
• 합창단과 종교계통 성가대의 지휘자, 성악코치 및 솔리스트                                                                                
• 음악학원 운영 및 개인 레슨, 음악 강사(방과후 교사, 문화센터 및 음악교육 센터), 유아음악교사
•  음악 관련직 종사자(무대음악, 방송음악, 뮤지컬, 미디어 음악등의 기획자, 음악 구성 작가, 음악 PD, 음악감독, 

음악 전문기자 및 클래식 음악해설가)
• 음악관련 기업 단체 경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체 공연예술분야 관련 직업
• 기타 음악 및 문화예술관련 직업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더피아노 21세기 기초피아노 지도자 자격증, 시니어성악지도사(민간자격증), 성악
연주자과정, 교회음악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그네신 국립음대 연수프로그램 Certification, 모스크바 & SCU Voice Distant Learning 
Program Certification, 유명성악가 초청 Master Class Program Certification

실용음악과
음악학사

am.iscu.ac.kr

1인 프로듀싱의 시대! 내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고 제작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작편곡 : 대중음악 작편곡, 영화/드라마/영상음악/뮤지컬 작편곡, 싱어송라이터
• 전문연주자 : 보컬/건반/기타/베이스/드럼 등의 전문연주자, DJ
• 뮤직엔지니어 : 방송국 엔지니어, 공연장 음향감독, 프리랜서
• 기타 : 음악공연기획자, 기획사 매니지먼트, 음악평론가, 음악교사, 예술 치료사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교회음악과정, 실기레슨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사

mtherapy.iscu.ac.kr

수도권 최초 음악치료 학부과정! 국내 최다 음악치료 전공과목 개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음악치료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 병원, 기관, 심리상담센터, 복지관, 방과후교실, 개인크리닉 등에서 음악치료사로 활동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국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기업체 공모과제사업 참여
• 융합학문으로 음악치료를 다양한 사회 현장에 적용
• 치유공연기획자, 음원제작자, 취약계층 음악교육, 음악커뮤니티 지도자로 활동
• 산업 전반의 기능음악관련 기획자, 심리음악 관련 사업가, 진행자로 참여
• 치유음악선교 등 종교 관련 영역의 음악치료 융합 적용 
• 커뮤니티예술사회공헌 전문가, 커뮤니티예술교육 전문가로 활동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음악재활),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음악심리상담사,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음악임상가), 치유음악사역 관련 민간자격증(음악사역상담사), 치유음악사역(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커뮤니티예술교육(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교회음악과정(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사

artmanage.iscu.ac.kr

문화예술과 관객, 그 소통의 다리를 놓다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문화예술 경영인으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전문성을 구축하여 공연, 축제, 예술단체경영, 문화예술교육자,  
문화 예술 환경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개인창업을 통해 기획사 및 1인 창업, 프리랜서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음. 또한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과 기량을 연마할 수 있음.
• 장르별 전문성 구축 (문화예술관련 PD/문화예술 기획자) 
• 문화예술 공연 (공연기획/극장경영/공연단체 운영)
• 예술단체 경영 (인력관리/재무관리/프로그램 운영/마케팅/조직평가)      
• 문화예술 교육 (교육컨텐츠 설계/프로그램 개발/교육매체활용/교육평가)
• 문화환경 기획 (도시마케팅/문화도시계획/문화도시설계/문화관광)

무대예술전문인1·2·3급, 문화예술교육사1·2급, 컨벤션기획사1·2급,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준학예사,  
정학예사1·2·3급), 이벤트플래너, 이벤트프로듀서, 이벤트연출사1·2·3급

피아노과
음악학사

music.iscu.ac.kr

사이버대학 유일 정통 클래식 음악교육! 최우수 교수진의 강의와 맞춤형 실기지도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수 료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전문 연주자 및 전문 반주자 (합창단 반주, 음악 관련 단체의 단원 및 반주자)
• 교육자 :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실기교사, 유아 음악 지도교사, 음악학원 운영 및 개인 레슨
• 음악 관련직 종사자 : 음악전문기자, 음악 구성 작가, 음악 전문 PD, 클래식 음악 해설가, 무대 및 방송음악 감독 
• 공연예술기획 전문가 : 민간 기업체 공연 예술 분야 및 음악관련 기업.단체 경영,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관련직 종사자 
• 음악 기획자 : 뮤지컬·미디어음악 등의 기획자, 또한 음반 제작, 컴퓨터음악 관련 산업체 종사자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피아노 교육전문가<피아노 아카데미아 등급>, 더피아노 21C 기초피아노 지도
자, 피아노 교육전문가<피아노 마에스트로 등급>, FI 중·고급 피아노 지도자, 예술융합교육지도사, 시니어뮤직가
튼 음악전문강사, 피아노 지도자(민간자격증), 피아노 페다고지(민간자격증), 피아노 반주자(민간자격증), 피아
노 연주자, 오르간 마스터 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Disklavier Class Certificate, 러시아 그네신 음대 연수 수료증, 러시아 음대교수 초청 Master Class Certificate

성악과
음악학사

voice.iscu.ac.kr

사이버대학 최초 성악과! 최우수 교수진의 이론 및 실기 전공지도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수 료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음악대학원, 교육대학원)           
• 전문 연주자 활동(성악, 뮤지컬, 합창단, 크로스오버, CM 실용음악, 대중음악)
• 합창단과 종교계통 성가대의 지휘자, 성악코치 및 솔리스트                                                                                
• 음악학원 운영 및 개인 레슨, 음악 강사(방과후 교사, 문화센터 및 음악교육 센터), 유아음악교사
•  음악 관련직 종사자(무대음악, 방송음악, 뮤지컬, 미디어 음악등의 기획자, 음악 구성 작가, 음악 PD, 음악감독, 

음악 전문기자 및 클래식 음악해설가)
• 음악관련 기업 단체 경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체 공연예술분야 관련 직업
• 기타 음악 및 문화예술관련 직업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더피아노 21세기 기초피아노 지도자 자격증, 시니어성악지도사(민간자격증), 성악
연주자과정, 교회음악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그네신 국립음대 연수프로그램 Certification, 모스크바 & SCU Voice Distant Learning 
Program Certification, 유명성악가 초청 Master Class Program Certification

실용음악과
음악학사

am.iscu.ac.kr

1인 프로듀싱의 시대! 내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고 제작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작편곡 : 대중음악 작편곡, 영화/드라마/영상음악/뮤지컬 작편곡, 싱어송라이터
• 전문연주자 : 보컬/건반/기타/베이스/드럼 등의 전문연주자, DJ
• 뮤직엔지니어 : 방송국 엔지니어, 공연장 음향감독, 프리랜서
• 기타 : 음악공연기획자, 기획사 매니지먼트, 음악평론가, 음악교사, 예술 치료사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교회음악과정, 실기레슨과정(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학사

mtherapy.iscu.ac.kr

수도권 최초 음악치료 학부과정! 국내 최다 음악치료 전공과목 개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음악치료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자 격 증

• 병원, 기관, 심리상담센터, 복지관, 방과후교실, 개인크리닉 등에서 음악치료사로 활동
• 국내외 대학원 진학
• 국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기업체 공모과제사업 참여
• 융합학문으로 음악치료를 다양한 사회 현장에 적용
• 치유공연기획자, 음원제작자, 취약계층 음악교육, 음악커뮤니티 지도자로 활동
• 산업 전반의 기능음악관련 기획자, 심리음악 관련 사업가, 진행자로 참여
• 치유음악선교 등 종교 관련 영역의 음악치료 융합 적용 
• 커뮤니티예술사회공헌 전문가, 커뮤니티예술교육 전문가로 활동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음악재활),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음악심리상담사,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음악임상가), 치유음악사역 관련 민간자격증(음악사역상담사), 치유음악사역(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커뮤니티예술교육(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교회음악과정(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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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융합학부

드론�로봇융합전공
드론·로봇공학사

dronerobot.iscu.ac.kr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차세대 드론·로봇전문가 인력양성

졸업 후 진로 			•  부사관(드론 주특기), 드론 파일럿, 재난감시보안요원, 드론 매거진 항공 촬영 Operator(방송국, 신

문사), 무인항공방제단(드론 농헙협동조합 등), 무인항공기 관련업체(대한항공 등) 등 다양한 드론 관

련 취업 기회

• 졸업 후에는 로봇이 사용되는 여러 산업 분야에 진출 가능합니다

• 제조용 로봇 분야 : 전기, 전자 분야 및 자동차 생산용 로봇 분야, 식품제조, 농업 등의 로봇 활용 분야

• 서비스 로봇 분야 : 물류로봇, 의료로봇, 재난구조용 로봇, 드론, 청소 로봇, 수중 로봇, 국방로봇 등 분야

• 개인용 로봇 분야 : 교육용 로봇, 보안 로봇, 헬스케어 로봇, 실버케어 로봇 등의 제조 및 활용 분야

•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연구원으로 활동    

자 격 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드론교육지도사,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캐

드기능사, SW코딩교육지도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등

국방관리전공
국방관리학사

mdcm.iscu.ac.kr

군 인적관리, 자산관리, 리더십을 갖춘 Multi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인적관리, 자산관리, 리더십과 상담에 대한 기초과정으로, 군 및 일반 민간분야에 차별화된  

군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근무경력과 일치하는 제1전공으로 군의 중견간부로서의 위상 확립

                     •  제2복수전공에 따라 전역 후 새로운 일자리 진출 가능. 인사관리, 운송 및 물류,  

부동산 및 자산관리 분야 등 

                     •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

자 격 증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창업지도사,  

드론관제사(1급,2급)

국방기술전공
국방기술학사

militarytech.iscu.ac.kr

AI, 빅데이터, 드론봇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형 국방기술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  국방기술학사과정은 정보보안, 전자정보, 기계공학, 정보통신, 항공우주공학 등 국방에 관련한 

                            군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근무경력과 일치하는 제1전공으로 군의 중견간부로서의 위상 확립 

                       • 제2복수전공에 따라 전역 후 새로운 분야 진출 가능(IT, 보안, 통신, 기계, 항공우주공학분야 등)

                       •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

자 격 증 		드론관제사(1급,2급),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임베디드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전자캐드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국제협력�북한전공
국제협력학사

icnk.iscu.ac.kr

재난구호, 국제보건, 지역개발 남북교류협력 등 분야별 섹터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공적개발원조(ODA) 정부기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대북교류협력 정부기관 국제개발 및 남북협력관련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 

사회단제(CSOs), 다국적기업 글로벌사회공헌(CSR)분야,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참가기업 등 취업

자 격 증 			글로벌시민교육지도사, 정착지원전문관리사(이상 민간자격증), ODA일반 자격증, 프로젝

트전문가(PMO) 자격증, 남북사회통합교육지도사(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수 료 증 		통일교육강사, 국제기구연계 다수의 수료증과정(SPHERE, Safety and Security, 

Peacebuilding) 참여기회 부여

※ 자격증 중 민간자격증의 취득과정,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cert.iscu.ac.kr) 및 학과별 홈페이지,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국방융합학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군간부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군교육 특성화학부입니다. 

또한 군인학생의 전공선택권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전공을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국방융합학부 

소속의 학생은 학부에 개설된 다양한 전공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친 이후 타 학과,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부 내 융합전공을 이수하여, 졸업 시 해당 전공 또는 복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Meta-UNIVERSITY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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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인재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공학사

software.iscu.ac.kr

코딩교육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IT, 멀티미디어 솔루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용 앱 개발, 교육

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게임 개발 업체, 일반기업 및 각종 기관의 전산 관련 분야에 취업

자 격 증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기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사, 국가공인SQL전문가, Microsoft 공인 자격증, Oracle 공인 자격증, VMware 공인 자격증, RHCSA, 

ITIL 등

온라인커머스전공
온라인커머스학사

online.iscu.ac.kr

" 디지털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요한 Entrepreneur(기업가)와  

온라인 커머스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디지털 비즈니스분야로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

• 온라인 커머스 혁신가, 혁명가, 전문가로 온라인 마켓 참여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1인 크리에이터 활동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온라인크리에이터학사

1in.iscu.ac.kr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4차산업시대 테크놀러지와 뉴미디어 융합 콘텐츠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1인 방송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 YouTube 채널 기획, 편집자, PD, FD, 엔지니어 

•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기획자 및 PD, FD, 촬영/제작/편집 엔지니어, 매니저

• 방송연출, 영상기사, 음향기사, 촬영기사, 편집기사, 특수효과 등 동영상 플랫폼 방송 분야

•  방송 또는 영상 기획 및 제작을 필요로 하는 영화,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각종 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취업

자 격 증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진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이상 국가기술자격증),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for Premiere Pro,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for Photoshop,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in Video Design(이상 국제공인자격증), 1인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지도사, 영상편집전문인1·2·3급(이상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증의 취득과정, 비용,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cert.iscu.ac.kr) 및 학과별 홈페이지, 관련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미래융합인재학부는 성인학습자의 전공선택권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전공을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미래융합인재학부 소속의 학생은 학부에 개설된 다양한 전공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친 이후 

타 학과·전공을 선택하거나, 학부 내 융합전공을 이수하여 졸업 시 해당 전공 또는 복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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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인재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공학사

software.iscu.ac.kr

코딩교육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IT, 멀티미디어 솔루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용 앱 개발, 교육

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게임 개발 업체, 일반기업 및 각종 기관의 전산 관련 분야에 취업

자 격 증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기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사, 국가공인SQL전문가, Microsoft 공인 자격증, Oracle 공인 자격증, VMware 공인 자격증, RHCSA, 

ITIL 등

온라인커머스전공
온라인커머스학사

online.iscu.ac.kr

" 디지털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요한 Entrepreneur(기업가)와  

온라인 커머스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디지털 비즈니스분야로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

• 온라인 커머스 혁신가, 혁명가, 전문가로 온라인 마켓 참여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1인 크리에이터 활동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온라인크리에이터학사

1in.iscu.ac.kr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4차산업시대 테크놀러지와 뉴미디어 융합 콘텐츠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1인 방송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 YouTube 채널 기획, 편집자, PD, FD, 엔지니어 

•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기획자 및 PD, FD, 촬영/제작/편집 엔지니어, 매니저

• 방송연출, 영상기사, 음향기사, 촬영기사, 편집기사, 특수효과 등 동영상 플랫폼 방송 분야

•  방송 또는 영상 기획 및 제작을 필요로 하는 영화,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각종 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취업

자 격 증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진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이상 국가기술자격증),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for Premiere Pro,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for Photoshop,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in Video Design(이상 국제공인자격증), 1인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지도사, 영상편집전문인1·2·3급(이상 민간자격증)

통합건강관리전공
통합치유학사

hih.iscu.ac.kr

현대서양의학의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자연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치유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 건강, 치료, 미용, 생활관리, 마음수련 등을 종합하는 건강관리전문가 통합교육 진행 

• 건강 및 보건, 미용, 치료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 

• 보건, 치료, 미용, 스포츠 관련 기관 및 전문학원, 복지시설, 문화센터 교강사로 취업 

• 건강관리 관련 자문 및 상담코칭비즈니스 개업 

• 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 가능       

자 격 증 				산림치유지도사, 위생사

회화�공예전공
미술학사

pnc.iscu.ac.kr

글로벌 예술문화를 이끌어갈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인의 양성!

졸업 후 진로 		  • 미술작가(화가), 공예가, 크리에이터, 미디어아티스트, 애니메이션 작가 

• 미술 관련 전문가 : 미술비평가, 미술관 및 박물관 큐레이터, 아트마켓딜러, 보존복원가, 아키비스트, 학예사 

• 미술 분야 비평, 기획, 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공립 미술 교육기관, 문화센터 교강사 

• 예술복지분야 종사 : 예술매개자, 공공미술가, 마을미술가, 요양보호기관 취업 등 

•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만화일러스트레이터 

• 교육대학원 진학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교사로 취업 

•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사, 미학, 예술학, 미술치료 전공

       

자 격 증 			박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창의미술지도사, 어린이책그림작가,  

창의미술심리지도사 등

모델연기전공
모델연기학사

model.iscu.ac.kr

모델과 연기의 융합적 교육을 통해 퍼포머로서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습득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패션모델, 광고모델, 시니어모델, 피트니스모델, 피팅모델, 뷰티&헤어모델,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연기자, 1인 크리에이터, 모델교육 지도자, 패션기자, 홈쇼핑쇼호스트, 패션쇼연출가, 사회자, 

리포터, 공연기획자, 이벤트 기획자,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 이미지메이킹강사, 패션 샵매니저, 

패션상품MD, 문화콘텐츠지도자 등

       

자 격 증 			패션스타일리스트자격증, 샵마스터자격증, 컬러리스트자격증, 워킹교육지도사, 분장사(특수분장사 

등), 모델교육지도자 자격 등

신설전공

Meta-UNIVERSITY



교육부 종합평가 

3회 모두 최고 A등급 획득 사이버대학(2007,2013,2020)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2007년), 교육부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A등급(2013년), 교육부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A등급(2020년)으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한 3회 

모두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대학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진행하는 2021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 최신 온라인 교육 수요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원격교육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격대학 대상 교육부 첫 재정 지원 사업 

'2021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 선정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과 성인의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다양한 원격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성인학습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고려한 '온-플렉스 교육 

특성화 모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식 평가,
국내 최초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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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융합

교육부 공식 평가,
국내 최초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 획득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공식 인증된 
최고의 서울사이버대학교

각종 평가 결과, 사업 선정, 대회 수상 등을 통해 검증된

최고의 사이버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시작하십시오.

최다  입학생 등록 : 6,180명(2022년)

2년 연속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다  학생수 : 18,608명(2022년, 재학생+휴학생)

2022년 기준, 사이버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교내·교외장학금 지급 : 255억(2022년)

사이버대학 중 교내 장학금 지급액 4년 연속 1위, 

2021년 장학금 총 지급액 1위의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최다  학과·전공 : 40개 학과·전공 개설(2023년)

2023년 입학 기준,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과·전공을 

개설하여,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 각 연도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다·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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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선도하는 'Meta-University'로의 진화

서울사이버대학교 VISION 2026

VISION
2026

비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메타-유니버시티

Meta-University

사명

모두를 위한 대학
University for All

인재상

발전전략

교양인, 창의인, 세계인

핵심역량

자율책임, 정보활용, 문예소양
소통협력, 창의융합, 세계시민

전략과제

미래교육 혁신 경영 선진화 인프라 고도화 사회공헌 확대 ISCU 특성화

· 융복합 실무교육 강화

· On-Flex 교육 모델 추진

·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 학사구조 및 시스템 혁신

· 신경영 내실화 재고

· 교육 전문성 강화

발전전략

전략과제

특성화 전략

· 산학협력 강화

·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

· 대외 소통 및 교류 확대

· International 글로벌 교류 강화

· Supremacy 에듀데크 경쟁력 제고

· Convergence 융햡교육 혁신

· Unique 특성화 교육 강화

·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 경영지원 시스템 강화

· 스마트캠퍼스 고도화

최대  교내·교외장학금 지급 : 255억(2022년)

사이버대학 중 교내 장학금 지급액 4년 연속 1위, 

2021년 장학금 총 지급액 1위의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최다  학과·전공 : 40개 학과·전공 개설(2023년)

2023년 입학 기준,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과·전공을 

개설하여,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미래교육 혁신 경영 선진화 인프라 고도화 사회공헌 확대 ISCU 특성화

· 융복합 실무교육 강화

· On-Flex 교육 모델 추진

·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 학사구조 및 시스템 혁신

· 경영 내실화 재고

· 교육 전문성 강화

발전전략

전략과제

특성화 전략

· 산학협력 강화

·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

· 대외 소통 및 교류 확대

· International 글로벌 교류 강화

· Supremacy 에듀데크 경쟁력 제고

· Convergence 융합교육 혁신

· Unique 특성화 교육 강화

·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 경영지원 시스템 강화

· 스마트캠퍼스 고도화



차별화된 

인텔리전트 시설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교육의	근본을	지키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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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교육의	근본을	지키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대형 스튜디오
2. 카페테리아

3. 아트 테크 스튜디오
4. 스마트강의실
5. 차이콥스키홀

6. 도서관
7. 국제회의실

8. 피아노 스튜디오
9. 타원 강의실

10. 심리상담센터

7

10

6

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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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수여식 전경
2. 해외교류대학 특강
3. SCU 패밀리 화이트 페스티벌
4. 국제사회복지세미나
5. 해외역사문화 탐방
6. 명사초청특강(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7. SCU WAVE 봉사활동

1

2

3

4

5

6 7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과	맞춤형	학기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문화	행사를	지원합니다.

차별화된 대학생활과 
재학생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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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맞춤형 진로상담,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2. VR 기술 온라인 특강
3. 온라인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4. 온라인으로 만나는 명사 특강
5. 해외 유수 대학 실시간 레슨, 디스클라비어 마스터 클래스

인덕원 캠퍼스

인천 캠퍼스

광주 캠퍼스
부산 캠퍼스

대구 캠퍼스

춘천 캠퍼스

분당 캠퍼스

서울	본교	캠퍼스

지역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	지역캠퍼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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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중 입학생 수 1위(2021, 2022 대학알리미 기준)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6월 1일부터 ┃ ☎02-944-5000

사회복지대학 심리·상담대학 문화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융합경영대학

디자인대학

미래융합인재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1인방송크리에이터전공
통합건강관리전공
회화�공예전공
모델연기전공[신설]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안전관리학과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9개 단과대학(학부), 40개 학과(전공) 신·편입생 모집

국방융합학부

드론�로봇융합전공
국방관리전공
국방기술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