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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가야할 짐이 가벼워질수록 즐거워지는 여행

입학부터 강의, 학사 안내까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것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실용 안내서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것을 담아내다!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만나보세요!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당신을 위한
한양 캠퍼스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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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트

입학

강의

시험

대학교

수강

과제



등록

출석

토론

재학생

스마트 캠퍼스

대학원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스마트 캠퍼스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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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STEP 1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를 

100%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안심 등교를 통해 개인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범용공인인증서는 사이버대학교의

대리 수강 및 시험 부정 방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은행 및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 4,400원의 발급수수료 발생

공인인증 등교하기

공인인증서 앱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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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출석 수강 기간 내 학습 시간의 50% 이상 수강

▲ 지각 수강 기간 이후 학습 시간의 50% 이상 수강

✖ 결석 미수강, 진도율 50% 미만 수강

‹출석기준›

한양사이버대학교와의 만남은 출석부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의 학습환경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인증 등교로 과목별 강의실로 입장해주세요!

강의제목이나 GO 버튼을 누르면

해당 강의실로 입장이 가능하며, 메인 페이지에서

학습 진도·시험 일정·참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강의공지사항

과목명

수강과목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즈니스영작문

영어의 이해

❖ 실시간 시험 확인하기 ❖ 실시간 시험 확인하기

❖ 실시간 시험 확인하기 ❖ 실시간 시험 확인하기

전공선택

전공필수

등록일 게시자 개제

영어문장연습 2018.10.18 박수정 11월 17일 10차시 퀴즈 마감

영어문장연습 2018.10.13 문도식 4, 5, 6차시 통합과제 10월 30일(화) 마감

전체공지 2018.10.10 학사팀 시험 성적 확인 방법 안내

수업시간표 [2018-2학기]

과목 담당교수

박수정

이수영

학습참여현황

13/15개

4/10개

학습현황(현재 10차시 진행 중)

강의실

GO

GO

강의 평가기간 : 2018.10.30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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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STEP 3

강의실에 입장했다면 개별 강의실을 볼 수 있는데요. 

강의듣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한양사이버대학교의

No.1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목록

교육부 원격대학 평가 
6개 전 영역

최우수 등급

1

수업 경영

인적자원 

행정

물적자원 교육성과

출석주차별 강의 듣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안내서 9

UNPACK HANYANG CYBER UNIVERSITY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다

국내 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1위 58.9%

※ 개강일에 한해 10시에 강의가 공개되며, 얼리버드 학습시에도 출석 인정

매주 월요일 0시에 주차별 강의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2주차부터는 일부 강의를 제외한 얼리버드 학습 제도를 시행,

전 주 금요일 0시 사전 공개됩니다.

강의는 90분 내외로, 총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기말까지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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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강의STEP 4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수업 내용 전달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이나 강의 시작 전 샘플 강의를 통해

사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형별·전공별 강의로 관심 있는 학과의 수업과

실제 강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습형강의 중심형 프레젠테이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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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중심의 수업으로

강의의 집중도를 높여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

저작도구기반 강의 

: 교수자의 동영상/음성 강의 및 학습내용과 판서 제공

칠판 강의 

: 흑칠판에 판서를 통해 오프라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강의 제공

전자칠판 강의

: 교수자의 강의 영상과 강의 내용이 동시 또는 교차 진행
강의 중심형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한 현장감 제공

대단위 강연형 강의

 : 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우수한 콘텐츠 제공

오프라인 강의 

 : 실제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

현장탐방+오프라인 강의 

 : 학생들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강의로 구성
프레젠테이션형

시연·시뮬레이션·현장 방문 등을 통한 수업으로

간접 경험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실습 강의

 : 교수자가 컴퓨터로 프로그램 실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

현장탐방 강의

 :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며 전문가 인터뷰 및 특강 등으로 구성

시연 강의

 : 교수자가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다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제공실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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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STEP 5

한양사이버대학교 과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수업 평가 비율도 다르므로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레포트 : 주어진 과제에 대해 문서 파일로 업로드

② 토론방 :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내용 게시

③ 대화방 : 공지된 시간에 접속하여 실시간 채팅 참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레포트의 경우,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주제에 맞는 적절한 그래프 및 도표 등의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레포트 흐름 순서는 표지-목차-서론-본론-결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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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STEP 6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정기고사는 중간·기말고사로 구분되며,

실시간(동시) 시험과 과제형(비동시)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시험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① 실시간 시험(동시) 

- 정해진 시험시간표에서 시험 기간 확인

- 해당 일시에 동시에 접속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시험 응시

- 실시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맛보기 시험 및 서약서 제출

② 과제형 시험(비동시)

- 강의록에 등록된 과제의 주제 및 문제 확인

-  적절한 답안을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첨부파일 형태로  

강의리스트 또는 시험/과제 란에 등록

- 과제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 가능(최대 출석인정 마감일까지)

다른 학기 성적을 확인하시려면 학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수 학점 취득점수 성적 비고

전공필수 95점 이상 HYCU01 *** 39 5A + 4.5

전공필수 90점 이상 ~ 95점 미만 HYCU02 *** 37 5C + 2.5

전공필수 85점 이상 ~ 80점 미만 HYCU03 *** 38 0B 3.0

전공필수 80점 이상 ~ 75점 미만 HYCU04 *** 38 5B + 3.5

전공필수 75점 이상 ~ 60점 미만 HYCU05 *** 39 5A + 4.5

전공필수 60점 이상 ~ 55점 미만 HYCU06 *** 37 0C 2.0

전공필수 55점 이상 ~ 40점 미만 HYCU07 *** 36 0D 1.0

전공필수 40점 이상 ~ 35점 미만 HYCU08 *** 36 5D + 1.5

수강과목 성적재확인신청/조회 장학금내역조회

검색

2019년 1학기 성적조회

2018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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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TIP

전공과정 수강신청수강신청 교양과정 수강신청

7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전공과 교양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수강신청의 기본 원칙은 교양과정(기초교양과 5개 영역의 교양)과

본인 소속 전공 교육 과정에서 이수학점표에 근거하여 신청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전공 47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므로

전공 과목부터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학년에 해당하는 전적 대학 인정 학점을 확인하고

1~2학년의 전공 과목부터 차례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학기 수강신청학점 

- 첫 학기 : 최소 12학점 ~ 최대 18학점

- 직전학기 3.5 미만 : 최소 12학점 ~ 최대 18학점

- 직전학기 3.5 이상 : 최소 12학점 ~ 최대 24학점

- 계절학기 : 최대 9학점(단, 재학 중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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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재수강 안내TIP 8

수강신청정정 방법 

① 수강신청정정 화면 접속 

③ 수강정정 완료 

② 수강과목 선택

④ 수강신청정정내역 확인

※ 과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한 재수강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 학생의 요구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미응시·불참 등으로 받은 F학점을 만회하기 위한 F재수강

② 졸업 성적 상승을 위한 성적 상승 재수강

F 재수강의 경우에는 학점이 0점이므로 이수학점이 추가되지만,

성적 상승 재수강의 경우는 이미 이수한 학점의 점수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이수학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성적 상승 재수강은 과거 취득 학점과 재수강 학점 중 하나만 인정

임시저장 수강신청 저장 등록금 납부

\

신청내역 확인

UNPACK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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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파트

연합 MT

문화탐방

취업 상담

동아리

공유전공

한양의료원



강의실 밖에서 만나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더욱 알찬 학교 생활을 경험하세요!

오프라인 특강

멘토링프로그램

창업지원단

스터디 그룹

자격증 대비반

빅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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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파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동아리는 매년 신학기 

동아리 등록 운영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동아리는 학기 초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동아리 등록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거쳐 대학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동아리는 중앙 동아리 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 동아리 현황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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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연구

• SND  

: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그림에 자신이 없거나  

디자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 복지현장탐방 스터디클럽  

: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 등을 탐방하고,  

사회복지사로 진출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 함양

• 망치모터스 

:   자동차를 제작하며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장비에서부터 

에너지와 환경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함께 공유

• 디자인실험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 디자인 요소들을  

실험하고 디자인적 소양과 역량 배양

취미오락

• 한양골프클럽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인적 교류의 장

봉사친목

• 열정과 도전 자원봉사단 

: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수행하고,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

• 장애학우와 함께하는 한사인 

:   300여 명의 장애학우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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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자격 내용

평생교육사
•설명 :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응시 :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을 이수한 자
• 필수 5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사회복지사

2급

· 설명 :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가로서 복지 대상자들의 궁극적 문제 해결 지원
· 응시 : 실습을 포함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실천과현장 선 이수 후 가능)

1급

· 설명 :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가로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됨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사회복지사2급 과목 포함)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당 해년도 2월 28일 졸업예정자 시험 응시 가능)
· 응시 8과목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사
•설명 :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응시 : 개인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 판단 후 건강가정사 취득
• 핵심과목 5과목 이상 + 기초이론 4과목 이상 + 상담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이수

학교 사회복지사

•설명 : 학생의 문제를 심리·사회적 연계를 통해 예방 및 교육기회 제공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학교사회복지론 이수자,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자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선택자격 :  학기 중 학교 실습을 240시간 한 자,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택1)

의료 사회복지사

•설명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응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사회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시험과목 (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 의료사회사업실무론, 의료사회복지윤리, 의료사회복지제도및법제, 의료사회사업사례분석

자격증 소개STEP 2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와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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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습이 필요한 자격과정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마련한 실습 제도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지 않아도

재학 중 혹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 자격 내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설명 : 만성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1조 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보육교사

•설명 :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관리운영 등 업무 수행
• 응시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졸업자
• 대면교육 9개 과목 :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수학지도, 아동권리와복지,  

언어지도, 놀이지도, 보육교사론, 보육실습

청소년상담사

•설명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
•응시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의 대학졸업(예정)자 등
•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기초, 심리측정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상담심리사
•설명 : 상담분야 최고의 자격증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자격증
•응시 : 상담관련 분야 석사과정 재학중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필기시험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청소년지도사

•설명 :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등을 지도
•응시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필수 8과목 (개설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와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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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STEP 3

원격교육의 특성상 교육 방식, 시험 준비, 과제물 작성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대학생활의 적응을 지원하고자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인 선배는 멘토로, 신·편입생인 후배는 멘티로 활동하며

한 학기동안 멘토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이어갑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실시합니다.

또한, 고민 상담과 학교생활 독려, 스터디 등을 통해

기초 소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멘토/멘티 매칭은 멘토 1명당 최소 3명 이상의 멘티 배치

2019010578

학 생 증

홍길동

대학생

****학과

STUDENT ID CARD

MONTH / YEAR

VALID
T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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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의 조언을 얻고  

어려운 길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이상철 학우

선배님들이 1:1로 멘토를 해 주셔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김경숙 학우

•  멘토-멘티 매칭 

(학과, 연령, 성별, 지역 고려)

•  훈련 및 관리지도

•  멘토 역량 교육 등

멘토 / 멘티

활동하기

• 프로그램 평가

• 중간/기말 평가

• 시상식 및 피드백

프로그램

마무리

• 멘토링 계획

• 안내 및 홍보

멘토 / 멘티

신청하기

멘토 / 멘티

선발하기

• 멘토-멘티 모집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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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STEP 4

실용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해 온 

한양대학교의 실용 학풍과 건학 이념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8년 10월,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창업 기업가 양성 사관학교 노하우를 

이어받아 창업지원단을 개소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설립된 한양사이버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창업지원단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교육, 창업훈련, 네트워킹, 창업보육/투자, 글로벌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준비된 창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창업지원단 프로그램

- 창업교육 : 창업 강좌, 스타트업 아카데미, 세미나, 특강 등

- 창업훈련 :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 네트워킹 : 스타트업 포럼, 창업 멘토링 등

- 보육/투자 :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및 기술지주회사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 및 투자 연계지원

- 글로벌 : 한양대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해외창업거점센터 등과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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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에서는 한양대의 멘토풀을 활용해 맞춤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창업 멘토링,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창업 동아리 및 경진대회나 

교육,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시설을 함께 공유합니다. 

창업팀과 동아리 공간인 코맥스 스타트업 타운과 창업실습실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실험실습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창업지원단 안내

- 위치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103호 창업지원단

- 문의 : startup@hycu.ac.kr

- 전화 : 02-222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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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는 같은 한양학원에 소속된 한양대학교와의 

학점교류협약을 통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양대학교의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한양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으로 표시되어 성적표에 기록되며,

이수 과목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습니다.

한 학기에 6학점, 재학 중 총 3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은 P(Pass)와 F(Fail)로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 후 학점교류 신청 과목의 취소와 추가는 불가능

학점교류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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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한양사이버대학교와 교보아카데미 간 온라인 서점 제휴를 통해

교재를 구입하고 교보문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가능

한양 학술정보관STEP 6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라면

한양대학교 서울/안산캠퍼스의 학술정보관과

전자책 도서관을 이용하며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백남학술정보관(서울캠퍼스)

- 한양대학교 발간 학위논문 10,000여 건 보유

- 한양대학교 발행 연구 아티클 5,000여 건 보유

- 다양한 해외 학술 CD 검색 서비스 제공 등

•ERICA 학술정보관(안산캠퍼스)

- 70여 만권의 동·서양 장서 보유

- ATM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최상의 정보 제공

- 다양한 해외 학술 CD 검색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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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료원 STEP 7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한양대학교 의료원

(한양대학교 병원/구리병원) 이용 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진료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료할인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료할인의뢰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매학기 말) 내에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하며 신·편입생의 경우,

진료할인의뢰서 신청은 학번발급 후부터 가능합니다.

※ 대상자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H로 시작하는 학번의 소유자)

- 재학생, 졸업생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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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장학 미리 보기STEP 8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재학생 여러분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재학생의 89%가 장학금 수혜를 받았으며,

1인당 약 156만 원의 장학금 지급받았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장학금은 입학 전형에 따른

입학장학, 학업성적·봉사활동 등에 따른 일반장학,

일정요건 충족 및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장학 등이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 공통자격 :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한양사이버대학교 '나의 장학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지원 가능한 장학과 

그에 따른 수혜 예측 금액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입학 시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장학 미리 보기 이용 방법

- 기본 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관심학과 등 정보 기입

- 장학 조건 입력 : 직장인, 산학협력 등 총 31개 장학 혜택 제공

- 소득 분위 입력 : 소득 6분위 이하는 18학점 기준 등록비 전액 지원 가능

- 장학 정보 제공 : 지원 가능 장학 및 수혜 예측 금액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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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프로그램STEP 9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2016년 양교 간의 국제교류 증진 및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프로그램인 교환학생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교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영국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과

일본 지케이학원 그룹의 단기어학 연수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의 주요 특징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한양대학교와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교에 

한양대학교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파견이 가능하며 

2019년부터는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 일본어학과 고윤석 학우, 2019년 4월 일본 타마대학 교환학생 파견

※ 유학신청 가능 대학(2018년 기준)

- Ritsumeikan University

- Tama University

- Nagasaki University

-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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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공STEP 10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HYCU 레고 블록체인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원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주전공 이외에 정규편제학과(학부)를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유성과 융합성을 강화하여  

수준별로 편성된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심리학 공유전공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다양한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진출을 돕습니다.

※ 제공 교과목 : 아동심리 / 심리치료 / 행동치료 / 발달심리 등

산업공학 공유전공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요소들을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학문 분야로 산업공학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 학문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 제공 교과목 : 경영·정보·시스템 / 디자인·사용자경험 / 기술경영 등

경영학 공유전공 

기업 구조와 시장행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분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시장 환경에서 경영학 전문 지식과 실천적 기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 제공 교과목 : 경영정보 / 마케팅 / 생산서비스 / 인사 / 세무 /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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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사이버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과 정보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1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사이버 1관

교수 연구실
재학생을 위한 강의 연구 및 상담·교육 실시 

첨단 스튜디오
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강의 콘텐츠 제작

화상 세미나실
화상 그룹 회의 및 실시간 세미나 진행

1

사이버관 정보 TI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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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 무선인터넷 이름(SSID) : HYCU_WLAN 

- 이용가능 장소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1관, 2관 전층 

- 이용 방법 : 무선 인터넷 검색 > [HYCU_wlan] 선택 > [비밀번호] 등록 

- 참고 사항 : 비밀번호 관련 문의 (02-2290-0204, 02-2290-0205) 

사이버 2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사이버 2관

문화공간
전시회, 동아리 활동, PC 이용 등 정보 교류 공간

강의실
오프라인 특강 및 학습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카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카페

2



UNPACK HANYANG CYBER UNIVERSITY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다

학과·학사 정보

38개 학과(전공)

계절학기

연혁

11개 학부

등록

편의서비스



학사 안내를 체크하다!
학교 생활을 위한 필수 목록!

학사 안내를 통해 완전 정복해보세요!

5개 대학원

복수전공

수상

12개 전공

부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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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사정보

한양사이버대학교에는 10개 학부와 38개 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사이버대학교 최초 '강의개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강의 콘텐츠의 개발 및 품질 관리를 통제하며 

전문적인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계제어공학과는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및 제어공학의 융합 분야로서

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각종 자동화장비 등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통해 창의력과 현실구현화 능력을 배양하여,

기계제어 공학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인재 양성을 목표합니다.

•기계설계, 열유체 및 IT 융합 분야의 폭넓고 기본에 충실한 교과과정 제공

•학문적 및 실무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기계제어공학 인재 양성

•대학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활동 영역 확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및 동문의 경력개발과 취업 지원

「 기계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다 」기계제어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40
http://car.hycu.ac.kr

첨단화되는 미래자동차 산업과 ICT 융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융·복합 기술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기반이론을 다지고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 및 자동차 설계, 자동차IT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 등

미래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을 목표합니다.

•개인별 맞춤 진로 상담 및 CDP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 경쟁력 강화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질적 수준 재고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이론 및 실무 능력 배양

•국내외 상위학위 과정 입학 및 자동차IT 관련 분야로의 취업 지원

「 자동차 분야에 대응하는 첨단 인재로 성장하다 」자동차IT융합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40
http://car.hycu.ac.kr

창의융합계열

창의융합계열

학과 소개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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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공간인

도시와 건축물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지식,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구

하여, 미래 유망직종으로서 건축도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스마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시계획, 개발, 관리에 있어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인재 양성

• BIM을 활용한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용적인 인재 양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건축도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

「 지식정보화 사회의 스마트한 인재가 되다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60
http://archiurban.hycu.ac.kr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핵심, 응용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탄탄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논리회로 등 전기 분야 탐구 과목 학습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등 전자 분야 심화 과목 학습

•리눅스기초실습,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응용 기술 학습

•대학원 진학 및 기능장·기술사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 영역 지원

「 유비쿼터스 세상을 새롭게 선도하다 」전기전자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10
http://ice.hycu.ac.kr

전기전자, 통신, 정보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 핵심, 응용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탄탄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설비, 전기기기, 임베디드시스템 등 전기전자 분야의 응용 과목 학습

•이동통신, 컴퓨터네트워크, 무선통신기술 등 통신 분야 심화 및 응용 과목 학습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등 정보 및 소프트웨어 분야 응용 과목 학습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진학과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전문가가 되다 」정보시스템통신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10
http://ice.hycu.ac.kr

창의융합계열

창의융합계열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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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 영역,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맞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개발 영역으로 구성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 트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학문 분야 학습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로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적 이론 교육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기반 엔터테인먼트에 이르는 실습 교육

•컴퓨터 전문가로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인재 양성

「 유비쿼터스 세상을 새롭게 선도하다 」컴퓨터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00
http://com.hycu.ac.kr

창의융합계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안 분석가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재를 지원하고

보안이론과 실무 보안 정책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회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방어책을 찾기 위한 이론적 지식 습득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등 실무적 능력 배양

•사이버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

•정보 보안 특화 대학원으로의 진학 지도 등 지원

「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다 」해킹보안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50
http://security.hycu.ac.kr

창의융합계열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전문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 등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IT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산업 발전과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가 양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 전수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넘나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전문가 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코딩 교사 등 폭넓은 직업 진출 지원

「 제4차 산업혁명의 우수한 전문가로 성장하다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70
http://soft.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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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기업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 경영자 및 경영정보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전통적인 경영학 분야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경영 및 정보기술 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헌신적인 경영인 육성

•경영학의 전문 지식과 정보기술의 AI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있는 경영인 육성

•실무적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경영인 육성

•국제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영인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경영하다 」경영정보·AI
비즈니스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34
http://mis.hycu.ac.kr

창의융합계열

세계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쟁이 진행되며, 

무한경쟁시대에 경쟁의 주체인 기업은 생존전략으로서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를 

범세계적으로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하에 새로운 기회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적 선을 추구하는 지도력을 갖춘 인재 양성

•실천적 진리탐구를 통한 세계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도전적 인재 육성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국제경영 실무형 인재 양성

「 세계 속의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다 」글로벌경영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37
http://globalmanagement.hycu.ac.kr

창의융합계열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다양한 산업과 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사례연구를 통해 마케팅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역동적 역량 제고

•시장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해와 배려에 기반한 윤리적 사고 체화

•탄탄한 학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응용력, 유연성, 리더십 등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세상을 움직이는 마케팅의 힘! 」마케팅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48
http://marketing.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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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기업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대경영학 분야의 기초적 소양을 토대로 현대 경영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접목시킵니다.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실무적

경영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윤리의식에 투철한 경영인 육성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경영인 육성

•경영 지식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경영인 육성

•올바른 인식으로 인류 사회의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헌신적 경영인 육성

「 디지털 경영 능력으로 정보화 시대의 전문가가 되다 」생산물류유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39
http://soml.hycu.ac.kr

창의융합계열

인체의 혈액에 비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흐름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과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는 기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적인 재무전문가 및 회계·세무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미래의 CFO를 육성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력있는 금융전문가 육성

•자금흐름과 관련된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재무전문가 육성

•자금흐름을 측정하고 평가 기록하는 회계·세무 전문가 육성

•글로벌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흐름을 책임지는 CFO육성

「 기업의 심장 CFO를 육성하다 」재무회계세무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17
http://finance.hycu.ac.kr

창의융합계열

Tel. 02-2290-0450
http://thm.hycu.ac.kr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 호텔시설, 항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광·호텔·항공 분야에서 지식과 

안목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관광·호텔·항공 분야의 최신 동향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분야별 전공 이론과 현장 실무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

•전문적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및 정보 제공

•해외탐방,호텔체험,승무원 실습 특강 등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 제공

「 관광호텔항공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 리더가 되다 」관광호텔항공서비스학과

❖ 학과 교육 목표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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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티산업의 대표적인 미래산업을 공부하는 호텔외식경영학과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실천 역량과 사고를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텔경영, 외식경영,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조리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국내외 관광시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실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령과 직급을 초월한 소통의 장 마련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과 활동으로 노하우 습득 및 토론 진행

「 호텔외식경영 분야의 전문 인재로 거듭나다 」호텔외식경영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58
http://hm.hycu.ac.kr

창의융합계열

미시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행동양식과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시장의 구조와 작동원리 등을 공부하며,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화폐, 금융, 

인플레이션, 실업 등을 공부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무설계 등을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의 미래인재 양성

•재정, 예산,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공분야 인재 양성

•마케팅이나 인사, 광고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인재 양성

•개인 차원의 재무 설계 및 합리적 소비·금융 설계 도모

「 디지털 경제, 핀테크 시대의 창의적 인재가 되다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90
http://econ.hycu.ac.kr

창의융합계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광고·미디어 산업의 광고, 홍보, 영상,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SNS, 1인 방송창작, 빅 데이터, 드론, 증강현실/가상현실

(AR/VR) 등 실습과 견학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영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실무자의 능력 향상

•1인 방송, 소셜 미디어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운영 능력 향상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양성

「 뉴미디어 시대 속 새로운 빛이 되다 」광고영상창작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40
http://admedia.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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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 아래 사이버 부동산학 교육을 통한 Cross-Over형

부동산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2004년 신설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부동산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부동산업 실무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학적 통합 전공 교육으로 차별화된 전문인 양성

•산업과 연계된 실무중심 교육으로 합리적 실용인 양성

•다원화된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인 양성

•다채로운 교양 교육으로 폭넓은 교양인 양성

「 크로스오버형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나다 」부동산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70
http://real.hycu.ac.kr

창의융합계열

보건산업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 등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경영능력과 산업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동향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는 역량 강화

•보건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및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보건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이론 및 기술 습득

「 보건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다 」보건행정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10 
http://health.hycu.ac.kr

창의융합계열

실천적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및 미국

LL.M 진학, 공무원시험, 노무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정규수업 외 오프라인 특강과 스터디 운영을 통해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지역, 국가 및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폭넓은 교양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격 배양

•실무 법률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법학 능력 배양

•전 세계적 사회, 경제, 환경문제에 대하여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질 배양

•국가 및 인류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적 법률전문가로의 인재 양성

「 법규정 해석가가 아닌 법률 정책 전문가가 되다 」법·공무행정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30
http://law.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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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메가트렌드인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요양, 창업·컨설팅, 여가·교육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구통계학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실버산업 관련 다양한 통섭적 이론과 실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특징과 경제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

•실버산업 정책 동향 및 미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실버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분야별 전문지식 제공

•실버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이론 및 마케팅 지식 제공

「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되다 」실버산업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10
http://senior.hycu.ac.kr

창의융합계열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천 일꾼을 

길러내고,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해결 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트랙별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 경영하는 시설 경영자 양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식 및 기술 능력 함양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과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능력 향상

「 실천하는 사회복지 일꾼이 되다 」사회복지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00
http://welfare.hycu.ac.kr

창의융합계열

아동학과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아동상담사와 아동교육전문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아이의 잠재력과 관련한 개발을 돕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아동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능력 향상에 도움

•유아교육 기관, 교육, 상담 관련 분야 등에서의 활약 도모

「 어린이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로 성장하다 」아동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50
http://child.hycu.ac.kr

창의융합계열



HANYANG CYBER UNIVERSITY44

학과·학사정보

미술치료 분야에서 확고한 이론적기반과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미술치료사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실무에 필수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정신건강 및 자아성장과 관련된 미술치료전문가로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재활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구체적 기술을 통한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성실하게 공헌하는 사회 일원 배출

「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치료사로 거듭나다 」미술치료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820
http://arth.hycu.ac.kr

창의융합계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적 고찰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걸맞은 교육자를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각종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교수매체와 그에 따른 적합한

교수방법 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 능력을 갖춘 교육자 및 전문가 양성

•진정한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

•학계와 기업현장에서 활약하는 인재 양성

•교육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진행

「 평생교육을 주도할 교육 전문가가 되다 」플랫폼교육공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20
http://et.hycu.ac.kr

창의융합계열

군 및 경찰 분야의 심리상담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담프로그램 및 실습 위주의  

교과목, 군 및 경찰의 자녀와 가족상담을 위한 교과목, 전직지원을 위한 교과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군과 경찰분야에서의 유능하고 행복한 상담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가능한 상담프로그램 및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양성

•군과 경찰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관리를 통한 행복한 삶의 증진

•군 및 경찰 가족상담 및 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군 및 경찰분야 상담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개설 및 세미나 등 집중교육 지원

「군·경찰분야 심리상담 전문가의 요람」군경상담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85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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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무에 필수적인 교과목들을 구성하여 정신건강 및 자아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통해 고품질 학습을 추구하며 석사과정의 연계를 통해 진정한 상담심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자질과 건전한 심성을 갖춘 상담심리전문가 양성

•심리상담전공 혹은 대학, 대학원의 진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

•상담·임상·놀이 치료 등 다양한 기관으로의 취업 독려

•전문 지식 습득 및 지속적 학문 탐구를 통한 경쟁력 향상

「 현대인의 심리건강 전문가가 되다 」상담심리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60
http://psy.hycu.ac.kr

창의융합계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과 가정·학교·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의 부모 및 교사와의 소통, 진학 및 직업 상담 등의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에 맞춘 맞춤식 교육과정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강의 제공

•현장에서의 생생한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가로의 성장 도모

•청소년 및 부모 교육 등의 사회 여러 분야로의 진출 도모

「 체계적인 청소년 전문가로 성장하다 」청소년코칭상담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40
http://youth.hycu.ac.kr

창의융합계열

국내 최고의 영어 교육 콘텐츠를 통해 영어 초보자를 위한 기초 영어부터 실용,

글로벌 비즈니스 영어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영어진단 평가와

원어민 회화 수업, 대학원 진학 대비, 대학원 진학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실무에서의

영어 능력을 향상합니다.

•회화 및 실용 영어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영어 능력 향상

•진단 평가를 통한 수준별 맞춤 영어 교육 실시

•취업, 업무 및 승진 대비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영어 학습

•영어교수법 및 아동 교육 등 교육자로의 진출 도모

「 국제화 시대를 이끄는 전문 인력이 되다 」영어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330
http://english.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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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디자인학과는 디지털미디어 전반에 대한 디자인 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실습을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뉴미디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반의 이해와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기초 학습부터 심화 과정까지 교육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시각, 기술, 스토리텔링, 서비스 등 새로운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뉴미디어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임 교수의 전공별·주제별 오프라인 특강 및 직접 지도 시행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디자이너를 양성하다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60
http://design.hycu.ac.kr

창의융합계열

건축공간디자인학과는 온라인 정규 교육과정의 기본 컨셉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및 융합형 교육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중심 이론 과목 제공과 과제 크리틱 수업 운영으로 실기 수업의 효과를 증대하여

공간 설계 과정과 공간 연출 과정의 전문성과 교육 성과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맞춤화된 교육 성과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학부를 아우르는 방대한 동문 네트워크 구축

•풍부하고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력 증대

•온·오프라인 통합 환경의 새로운 문화를 교육하는 환경 제공

「 공간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60
http://design.hycu.ac.kr

창의융합계열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실용 일본어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역사, 문화, 경제, 문학 등 폭넓은 지식과 이론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일본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와 문화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배양

•폭넓은 안목을 지닌 실용 일본어 인재 양성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탁월한 일본 전문가 양성

•한국의 일본어 교육을 선도해 갈 일본어 교육 전문가 양성

「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이 되다 」일본어학과

❖ 학과 교육 목표

02-2290-0800
http://japan.hycu.ac.kr

창의융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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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자인과 예술, 문화의 근가이 되는 디자인인 시각디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의 기초이자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디자인으로, 정통 디자인 교육을 지향하는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문자를 비롯한

레이아웃 등을 통해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입체적 교육을 진행합니다.

•디자인의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인문학 지식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타 학과와 영역 구분 없이 자유로운 수강을 통한 안목 향상

•시각디자인의 핵심기초부터 그래픽감각 향상을 위한 CI 및 포스터 제작

•실습과 특강, 전시회 등 사이버대학교의 한계를 넘는 입체적 교육 시행

「 체계적인 디자이너로의 성장을 이루다 」시각디자인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60
http://design.hycu.ac.kr

창의융합계열

예술문화디자인학과는 디자인기획 및 컨셉 수립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이론 

중심의 학과로, 체계적인 디자인 컨셉 도출 및 기획능력 배양을 위해 기초 및 기획 

실습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디자인 학습과 아이디어 제시 능력을 배양해 실무형  

디자인 리더의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자인 미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글쓰기/생각의 정리와 발표/분석과 논리 등의 능력 함양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 및 디자인 결과물의 경쟁력 상승

•디자인 실무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통한 탐색·융합과정 제공

•디자인 이론과 체계적 기획과정을 통한 디자인브레인 양성

「 미래를 책임질 디자인브레인을 양성하다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60
http://design.hycu.ac.kr

창의융합계열

리빙디자인학과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풍족한 삶을 위한 소품과 상품에서부터

기업활동에서 산업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 제품까지 디자인의 대상으로

다루며, 해결안을 도출·실행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구상하는 '콘셉트 메이킹'과

창조적으로 결과물을 표현하는 시각화 능력을 배워 미래 산업을 선도합니다.

•이론과 실무 중심의 정통 산업 디자인 교육 실시

•2D, 3D CAD와 3D 프린터를 연계한 제품 디자인 실무 중심 교육

•디자인 상품개발 및 창업 융합 교육을 통한 실무 연계 교육

•디자인 콘셉트를 창조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이너 양성

리빙디자인학과

❖ 학과 교육 목표

Tel. 02-2290-0460
http://design.hycu.ac.kr

창의융합계열

「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디자이너가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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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학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학 지원 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자

-  국내외 전문(2,3년제) 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처벌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제외)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통해 학점 인정

※ 2학년 편입생 35학점, 3학년 편입생 70학점 인정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 가능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매해 배움의 열정을 가진

신·편입생 여러분과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며 든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과정과 학교·학과별 활동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신·편입생은 

매년 전기(1학기)/후기(2학기)에 계열별, 학과로 

나누어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한 후, 

학업수행검사에 응시해야 하며 접수 기간과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미납한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3회 이상 연락 두절된 경우

다음 순위의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학안내

학사 안내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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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기준>

- 총 14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학년 평균평점 1.50 이상

- 각 이수구분별 최소 기준 졸업학점 이상 취득

- 각 학과별 졸업과목(논문, 전시회, 프로젝트 등) 이수

- 8학기 이상 이수 (단,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조기졸업>

- 교육법령상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제도

- 조기졸업 신청 기간 동안 졸업 학점을 충족하고 신청한 자

<졸업연기>

-  4학년 이상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했으나 자격증  

또는 부/복수 전공 추가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기타 사유로의 연기는 불가)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졸업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졸업에 해당하는 졸업대상자는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했을 시에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졸업

기준이라도 미충족될 시 졸업이 불가하며, 학과별로 졸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 내 졸업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전공과 부전공 졸업은 1개의 학위가 수여되며, 

복수전공 졸업은 2개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졸업대상자 중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조기졸업 신청은 매 학기 졸업식 3주 전에 있을 예정

전공 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기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문을 통해 배운 지식을 사회에 응용하는

실용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타 전공과의 융합으로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실천적 봉사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졸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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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명 내 용

등록
•등록 기간 내 수업료를 납부하는 제도
• 수업료는 1학점 당 80,000원(기본 납부 960,000원)
※ 입학료는 300,000원으로 입학 시 1회만 납부

부전공
•소속학과 외의 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제도
•주전공과 과목 중복은 불가하며 주전공 학위와 병행 표기
※ 평균평점 B0(3.0) 이상인 자는 기간 내 신청

복수전공
•소속학과 외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제도
•주전공으로 취득한 학위와 별도로 독립적인 학위로 인정
※ 평균평점 B0(3.0) 이상인 자는 기간 내 신청

휴학
•병가 또는 가사 등 개인 사유나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재학 중 3회로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 신청
※ 병원 입원이나 입대 사유 등은 시기에 상관없이 휴학 가능(서류 제출)

복학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
•매 학기 개강 전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복학신청서 제출
※ 필요한 경우 학기를 앞당겨 월반복학 가능

계절학기
•조기졸업 및 학점보완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학기 운영
•일반학기에 개설됐던 과목 중 일부 과목 개설이 원칙
※ 신청학점은 최대 9학점이며, 수강포기는 불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건학정신 ‘사랑의 실천’을

교육 이념·목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 교육의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적 안내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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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명 내 용

전과
•입학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학과를 옮기는 제도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가 2학년으로 승급하기 직전 신청
※ 모집인원은 전과 대상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 정해짐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기한 내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휴학만료 제적)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자(미등록 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경고 제적)

재입학
•자퇴, 학사경고, 미등록 등 제적된 자가 학과로 다시 입학하는 제도
•제적당시 등록 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
※ 제적당시의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 불가

자퇴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 이후 자퇴할 수 있는 제도
•휴학생의 경우 휴학신청서 접수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간주
※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 금액 변동

병무•민방위
•재학생으로서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만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
• 지역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 직장민방위 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

발급서비스
•각종 제증명 서류를 24시간 언제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성적증명서, 성적확인서, 수강확인서 등 발급 가능
※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해당 발급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

원활한 학적관리를 통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근면·정직·겸손·봉사의 덕목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로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에게

열린 고등교육을 통한 폭넓은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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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사정보

사이버대학 설립인가(교육인적자원부)

한양사이버대학교 개교(5개 학과 정원 1,000명)

e-비즈니스, 경영정보, 컴퓨터, 교육공학, 디지털디자인학과 개설

정보통신, 공간디자인, 광고홍보학과 신설

부동산학과, 사회복지, 실용영어, 국제호텔관광학과 신설

제1대 김종량 총장 부임

경영학부, 유아교육학과, 지적학과 신설

국내 대학 최초 ISMS 한국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승인

상담심리학과, 실버산업학과 신설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심리상담센터 개소

미국 애너하임대학교 TESOL 프로그램 운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사이버대학원 인가 획득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대학원 개원(경영, 휴먼서비스, 부동산)

대학원 5개 대학원, 10개 전공으로 증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부로 개편

모바일캠퍼스 구축

제3대 임덕호 총장 취임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과 MOU체결

대학원 사이버대학 최초로 석사학위 취득자 배출

미술치료학과 신설

제4대 이영무 총장 취임

4개 학부 신설

<공학계열>

-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인문사회계열 >

–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부동산도시미래학부, 부동산학과 및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로 학과 분리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신설

사이버대학교 최초 창업지원단 개소

한양사이버대학교 공학계열-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육 교류 협력 체결

제5대 김우승 총장 취임

군경상담학과 신설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02년 개교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17주년을 맞이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의 산실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고등교육법상의 4년제 졸업대학 전환, 

사이버대학교 최초 2년 연속 교육부 특성화 사업 선정 등

사이버대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강의 개발 및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명문 사이버대학교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며,

온라인 교육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교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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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공학계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육 교류 협력 체결

2018



HANYANG CYBER UNIVERSITY54

학과·학사정보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1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하이스트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사이버대학부문 1위 선정 (총 13회)

서울신문 브랜드경영대상 수상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6개 부문 전 영역 최우수)

3년 연속 KERIS 콘텐츠 개발사업 최우수 평가

여성신문 선정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수상

2011년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올해의 기업 비영리부문 은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사이버대학 부문 3년 연속 1위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2년 연속 수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 인재양성부문

대한민국 경영대상 – 인재경영대상 공공부문

제16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 사이버대학 부문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 사이버대학교 부문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 사이버대학교 부문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제10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사이버대학교 부문 1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수상 – 총 3회 선정

고객감동브랜드지수(K-CSBI) 사이버대학부문 1위

제19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조선일보 광고대상 대학부문 최우수상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6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사이버대학 부문 7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8년 연속 수상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인재양성 부문 수상

2006
-

2019
2005
2007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NO. 1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최첨단 교육 정보 기술로 탄생한 교육 콘텐츠 품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KERIS 주관 우수 콘텐츠 최우수·최다과목 선정 등

매해 최고 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지식사회의 진정한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STEP 5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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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양사이버대학교

2. 서울디지털대학교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경희사이버대학교

5. 고려사이버대학교

16,400 명
11,868 명
11,712 명
10,606 명
10,281 명

사이버대학교 학생 수     위1
1

1.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2.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3.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4.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893 명
412 명
391 명
253 명
151 명

사이버대학원 학생 수    위



사이버관 HYCU학점교류와 학술제로 단련되는 학습 능력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명품강의

Hanyang Cyber University

CAMPUS TOUR
한양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안내서와 함께
당신만의 꿈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02-2290-0114

한양사이버대학교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안내

hycu.ac.kr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02-2290-0082
go.hycu.ac.kr

한양종합기술원 HIT



도서관 

한양의료원

다양한 서적으로 풍성해지는 지식

공부만큼 중요한 건강검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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