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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ㆍ호텔외식MBA

ㆍ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

ㆍ미디어문예창작전공

ㆍ글로벌한국학전공

ㆍ문화예술경영전공

ㆍ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대학원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목적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 다변화하는 
문화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지식,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국제적 선진지식과 도덕성
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념
경희학원의 건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하여 소통과 창조의 평생 교육 실천

교육목표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 함양

문화 다변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지식 함양

개방적 태도를 갖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국제적 시각을 갖춘 윤리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교육목적
선도적인 온라인 고등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실천적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

인재상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실용적 전문가 / 창의적 문화인 / 개방적 국제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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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대학원
재학생의 50%가 해외 및 원거리 거주자로, 지역과 시차를 초월한 온라인 공간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수강환경 
모바일 수강을 통한 진도율 반영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수강과 

세미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최고의 면대면 교육환경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강의 수강, 세미나, 토론, 과제첨삭, 논문지도, 

학생상담 등 오프라인 대학원과 거의 동일한 면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경희융합과정  
세분된 학문을 결합·통합하고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 학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희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학 최초의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이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최소 4.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여 

학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우수인재 배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졸업과정을 통해 본교 출강자 및 박사학위 진학자, 우수 논문 게재 등

해당 분야의 우수한 학문적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기졸업을 비롯한 다양한 졸업 과정
학위논문과정 이외에 창조연구과정, 학점이수과정의 다양한 졸업 방법으로 맞춤형 졸업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학생이 학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밀착 학사관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임교수가 배정되어 학습, 학생 생활, 경력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일대일 개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장학혜택  
수요자 중심의 폭 넓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생의 약 90% 이상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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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안내

  모집일정
 전기 매년 11월 중 모집 시작(3월 1일 개강)

 후기 매년 5월 중 모집 시작(9월 1일 개강)

  지원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원서접수(http://grad.khcu.ac.kr) 

및 증빙서류 제출(방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한 제출)
※전형 방법 : 1단계(서류전형), 2단계(심층면접)   

문의사항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02) 3299-8704 hotelmba@khcu.ac.kr

관광레저항공MBA 02) 3299-8705 gratourism@khcu.ac.kr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02) 3299-8706 gmoon@khcu.ac.kr

글로벌한국학전공 02) 3299-8707 gkorean@khcu.ac.kr

문화예술경영전공 02) 3299-8708 artgrad@khcu.ac.kr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02) 3299-8709 gsimin@khcu.ac.kr

 대학원 교학팀 02) 3299-8808 graduat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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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안내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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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탈리티 

산업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호스피탈리티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더욱 더 강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호텔외식MBA는 호스피탈리티 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체계적인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 service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than ever before as it promises to generate higher value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hospitality industry grows so fast that a large number of companies 

require the specialists in order to ensure competitivenes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which changes 

continuously. To meet such needs, the MBA in Hotels and Dining aims to raise the specialists who can 

analyze and cope with changing trends to develop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as well as theoretical backgrounds.

학과소개

Hotel & Lodging 
산업 전문가

- 호텔 및 숙박 산업의 고급 간부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호텔리어

- Hotel & Lodging 산업 관련 업계 관리자

Global dining 전문가 - 해외 한식당 점포 운영 관리자

- 국내외 외식 기업 매니저

한식 세계화 관련 분야 전문가 - 한식 메뉴 R&D 담당자

- 해외 한식당 운영 기획 및 관리자

- 한식 마케팅 전문가

- 한식 브랜드 개발 및 운영 기획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가 - 프랜차이즈 기업의 점장 및 슈퍼바이저

- 외식 창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전문가

경쟁력 있는 외식 업체 창업 및 
컨설팅 분야

- 이론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외식 기업 창업

- 외식 창업 및 운영 관련 컨설팅 기업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른 
hospitality 산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및 각종 기업체 연구직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4

Fax : 02-3299-8809

Email : hotelmba@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호텔외식MBA 
Hotel & Restaurant MBA

호텔관광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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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졸업과정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위논문제출

창조연구과정 글로벌호스피탈리티
사례연구

학점이수과정 추가 6학점이수

호텔경영론 레스토랑사업경영론

비전공자 선수과목(택1)

서비스경영론 

글로벌고객및문화연구 

호텔외식연구방법론

호스피탈리티산업특론

경영학특론

글로벌관광경영연구

기  초

● 호텔경영트랙 Track (Hotel & Lodging)

호텔및리조트프로젝트관리

호텔경영분석

호스피탈리티마케팅및CRM세미나

호텔회계연구

호스피탈리티재무및원가관리

호스피탈리티HRM세미나

컨벤션산업특론

● 외식경영 Track (Global Dining)

레스토랑창업론

글로벌베버리지산업론

경영전략세미나

식음료관리특론

외식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

외식산업상권분석

커피산업의이해

카페&바리스타경영론

차문화의전통과미학

티소믈리에의이해

심  화

종  합

학위논문(과제)연구

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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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인 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국내 GDP 비율뿐만 아니라 

업계의 고용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여가의 일환에서 경제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문적 위상이 증대되었으나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전문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관광레저항공MBA는 경희의 관광교육 명문전통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국내외 관광레저항공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의 학제 간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세미나, 전문가 초청 특강, Tourism Field survey, 해외 벤치마킹 

세미나 등 온 오프라인의 Blended 교육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 창조적

이고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최고의 관광레저항공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Tourism & Leisure·Aviation industry is a global, sustainable growth industry,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s steadily increasing as well as the ratio of domestic GDP. As tourism has become a major area of   
economic activity as part of leisure, the academic status has increased, but there are no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cultivate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se needs, the Tourism Leisure and Aviation MBA provides field-base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theoretical education based on KyungHee's prestigious 
tradition of tourism education, as well as links with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domestic 
and overseas tourism and leisure·aviation. In addition, it aims to improve creative, active and practical 
professionals in knowledge-based society by providing differentiated education through On·Off-line 
blended education including various On·Off-line seminars, specialist invitation lectures, Tourism Field 
survey and overseas benchmarking seminars.

학과소개

관광레저항공 분야 연구원, 

교육계 진출

- 국가 수준 관광레저항공 분야 연구원, 지방 관광레저 개발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업의 관광레저개발연구소 연구원 

- 대학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교원

여행 산업 전문가 - Inbound 및 Outbound 여행사 및 랜드사 상품기획관리

- 레저 항공 관련 산업 경영자

항공서비스 산업 전문가 - 항공서비스 산업 관리 및 경영, 항공 서비스 개발

- 항공 서비스 교육 전문가

관광ㆍ레저 프로젝트 

전문 기획가

- 자연공원, 관광단지, 국민관광지 등의 운영 관리자, 레저 관련 산업 경영자

- 테마공원, 동·식물원, 박물관 등의 운영 관리자

리조트 전문가 - 리조트 기획, 리조트 개발, 리조트 상품개발

- Waterfront 관광개발 기획 및 경영

- 레저시설 기획 및 개발

청소년 실버 여가공간 

기획ㆍ연출

- 청소년 및 실버 여가공간 기획 및 경영 

- 청소년 및 실버 여가공간 프로그램 기획

관광레저 산업 외  

다양한 분야 진출
- 웰리스관광, 의료관광, 생태관광, 대안관광, 모험관광, SIT관광 전문 직종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5

Fax : 02-3299-8809

Email : gratourism@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관광레저항공MBA 
Tourism-Leisure and Aviation MBA

호텔관광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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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위논문연구 국내외관광지및 

관광레저기업벤치마킹세미나

종  합

심화(선택)

● 관광레저경영 Track

테마관광개발및경영

관광레저개발론

관광레저개발타당성분석론

관광응용세미나

● 여행항공경영 Track

여행사업경영전략

항공고객심리

항공특화서비스경영

서비스인적자원개발세미나

● 기업경영 Track

조직및인사관리론

마케팅의뉴패러다임

생산운영관리

기업재무 및 회계

심화(공통)

지속가능관광개발론

관광자원개발연구

의료ㆍ웰리스관광

항공사경영론

경영전략

국제경영론

기  초

관광지역연구 경영학원론 기업리더십

비전공자 선수과목(택1)

관광학개론 레저산업경영론

졸업과정
학위논문제출

학점이수과정 추가 6학점이수
국내외관광지및관광레저기업

벤치마킹세미나 필수이수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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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그야말로 문화의 세기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경계가 무화된 지구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문화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문예창작 전공에서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탁월한 작가 및 문화 예술인은 물론 문예미학 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에 전념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의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통과 현대, 이론과 실기, 순수와 

응용의 창의적인 지도는 여러분을 미래의 선도적인 문화 예술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culture. The global culture is especially emphasized as the border among 

the countries is gradually atomized. In response to this zeitgeist, we provide creative education that 

encompasses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theory and practice, purity and application to produce 

global authors, cultural artists, and artistic literature researchers.

학과소개

연구 진학 - 심화된 예술창작 연구를 위한 진학(박사과정)

독서논술지도사 - 각종 교육기관 및 문화센터의 독서논술지도사

현장 교사
-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

-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전문 창작자
-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드라마 및 시나리오 작가, 방송작가, 

   만화작가, 구성작가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6

Fax : 02-3299-8809

Email : gmoon@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미디어문예창작전공
Korean Literary Arts and Creative Writing

문화창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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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위논문연구(연구논문/창작논문)

종  합

● 글로벌미디어문예창작 Track

공연예술의이론과실제

지구시민문화론

오늘의세계문학

드라마이론및창작연습

디지털스토리텔링세미나

다문화문학특강

문학과정신분석

탈식민주의문학론

문학치료세미나

한국문학의정신사

● 순수문예창작 Track

고전서사와문화콘텐츠

시나리오이론및창작연습

현대시산책

현대소설깊이읽기

아동문학세미나

현대시인특강

현대작가특강

현대시론

한국현대소설사

심  화

시창작온라인실습

문학과신경서사

소설창작온라인실습

한국문학깊이읽기

기  초

비전공자 선수과목(택2)

시론 소설론 한국문학사

졸업과정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위논문제출

학점이수과정 추가 6학점이수

연구논문

창작논문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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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학전공은 한국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

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한국학 관련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전공 분야를 ‘한국학 트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FL)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로서의 글로벌한국학의 토대를 구축하

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Global Korean Studies aims to nurture researchers who have the necessary knowledge and expertise to 

study Korean studies, and to train professionals who have practical skills that can be immediately utilized 

in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Korean studies abroad as well as in Korea. The major is divided into 

'Korean Studies Track' and 'Korean as a Foreign Language(KFL)’ Track. In addition, we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nd developing the foundation of Global Korean Studies as a national brand by cultivating global 

leaders based on basic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학과소개

교육 기관

-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사 

- 국내 외국인 학교의 한국어 교사 

- 국내 이민자 자녀 및 귀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사  

-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 및 한국학과의 원어민 교수

- 해외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사 

- 해외 초·중·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정부ㆍ사회단체

- 해외 파견 한국어 교사(외교부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등)

-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사(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  

- 국내 외국인 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등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 단체의 한국어 과정 코디네이터, 한국어 교사 

- 한국 문화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단체 실무 담당자 

- 한국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위탁 교육 교사

연구 분야 

- 한국학 민족학 지역학 연구자 

- 문화 간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연구자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교재ㆍ콘텐츠 개발자 

- e-러닝을 위한 한국학 콘텐츠 개발자 

- 대학원 진학(박사과정)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7

Fax : 02-3299-8809

Email : gkorean@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글로벌한국학전공
Global Korean Studies

문화창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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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위논문(과제)연구 한국어교육자료개발세미나

종  합

한국학연구방법론(필수) 한국어학특강

기  초

● 한국학 Track

다문화사회론

*한국근ㆍ현대사연구

*한국문화예술과한류

한국경제와사회연구

한국현대문화비평

*한국인의의식과가치관연구

● KFL Track

*한국어교수법특강

한국어발음교육연구

*한국어교육과정과교재연구

*특수목적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문법교육연구

외국어습득론

멀티미디어한국어교육연구

한국어교육실습

심  화

졸업과정
학위논문제출

창조연구과정 포트폴리오
한국어교육자료개발세미나

필수이수

※ 세부 전공별로 특성화 역량에 해당하는 과목 (*표시) 총 2과목을 권장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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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예술은 창작 분야는 물론 향유 방식과 계층에 있어서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삶의 의미와 질을 고양시키는 주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아 예술을 통한 자기계발과 공동

체적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공공정책과 기업 활동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가능성을 선도하기 

위해 일상 속 예술적 실천의 전략과 이론, 예술 산업과 지역성, 탈장르와 융복합적 문화기획 등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의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트랙과 사회적예술 트랙, 예술

경영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문화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we are facing a critical turn regarding how to enjoy art and culture as 
well as how to create them. Art and culture have become a primary source which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changes in contemporary social life entail both individual and communitarian 
development through art and culture, which reflects upon the public policy and the private activities In 
order to explore the new necessities and possibilities that art and culture provide, the graduate program 
of art and cultural management aims at researching the strategies and theories of artistic practices in 
everyday life and artistic field that cut across genres, industries, and localities. Based on the interactive 
LMS and the commitment of faculty members, the graduate program of art and cultural management 
endeavors to nurture researchers, professionals, and activists who study in one of the three tracks-Social 
Art, Art Education and Arts Management.

학과소개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8

Fax : 02-3299-8809

Email : artgrad@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문화예술경영전공
Arts & Cultural Management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시설의 관장 및 

학예사

- 박물관 및 미술관

- 갤러리 및 전시관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업무 전문가

- 지역문화재단 행정

- 예술지원 행정

문화예술경영 컨설턴트 전문가 - 문화예술 업무 담당자

-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기획자 

- 문화예술 프로젝트 매니저 

-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경영 연구원 - 문화예술 통계 리서치 

- 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자

지역/공동체 예술 전문가 - 생활예술매개자

- 지역예술전문가

- 공동체 예술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문화예술지원센터

-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16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CYBER UNIVERSITY



교육과정
학위논문(과제)연구

종  합

사회적예술론(필수) 문화예술교육론(필수)

기  초

예술사회학 예술진흥정책

비전공자 선수과목

심  화

● 사회적예술 Track

도시재생과예술적실천

생활예술론

예술노동과복지

미술과사회

예술과파트너쉽

● 문화예술교육 Track

사회문화예술교육론

창의교육과미학

문화예술교육워크숍

예술교육과ICT

예술치료의 이론과실제

● 예술경영 Track

문화예술시장론

박물관미술관학세미나

예술기관론

예술기관의국제교류

문화예술정책과행정

기업경영과문화예술

디지털시대의문화정책

공연예술기획의이론과실제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위논문제출

창조연구과정 APIF과정
(예술현장프로젝트)

학점이수과정 추가 6학점이수

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졸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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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가 엄청난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해 통찰을 촉구하고 우리를 그것 너머로 인도할 

새로운 전환적(transformative)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FCL&G)’ 

석사학위 과정의 설립 목적은, 구식 국민국가 우선주의 관점을 탈피하여 지구적 의식에 부응하는 동시에, 

세계 속에 보다 더 인간다운 시민공동체들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여러 역량을 두루 갖춘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FCL&G 석사과정은 온라인 강의, 온-오프 면대면 세미나, 온라인 

시험, 텀페이퍼 작성 및 발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방식

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존 세계의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이론 틀에 비추어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을 구상하고, 나아가 그들 각자 속

에 하나의 문명화된 세계를 실체화하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alls for a transformative leadership that can inspire 
and lead us beyond a future of AI and VR with tremendous uncertainty. The Future Civic Leadership & 
Governance (FCL&G) MA program is designed to provide a special opportunity for learning the leadership 
that is in tune with global consciousness and equipped with capabilities for cultivating more humane civic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getting away with the old-fashioned view of prioritizing the nation-state. 
The FCL&G program, which consists of online lectures, online & offline face-to-face seminars, online 
tests, term paper writing and presentation, principally aims to offer some self-motivated students an 
innovative way of acquiring higher education. In specific, it wants to help them to envision a leadership on 
their own in the totally new framework of transforming the status quo, materially as well as spiritually, and 
substantializing a civilized world within each of them.

학과소개

전 공 연 락 처
Tel : 02-3299-8709

Fax : 02-3299-8809

Email : gsimin@khcu.ac.kr

전공 관련 진로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Future Civic Leadership & Governance

문화창조대학원

정부·시민사회

- 시민사회 지도자, 공공단체 연구원

- 기업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 도시 행정 공무원

- 지자체 및 정부의 협치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시민운동
- 환경·여성·국제구호·인권 등의 시민사회 전문가

- 시민단체, 언론, 기업 홍보실 및 사회공헌팀, 국제기구

시민정치 - 정치지도자(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의원보좌관·입법보좌관 등)

진학 - 로스쿨,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국제학, 지역학 등의 박사과정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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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종  합

학위논문(과제)연구 연구방법론

● 시민정치 Track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정치혁신론

글로벌리더십비교세미나

21세기선거캠페인

정무판단론

전환설계론

● 미래 거버넌스 Track

미래삶의설계실습

지구시민사회와정치

도시거버넌스

메타전략론

미래설계론

위험사회와예방리더십

심  화

미래가치와전환적리더십

시민정치철학세미나

미래학세미나

글로벌거버넌스론

역사와리더십 : 하벨의 가치정치론

기  초

인간은누구인가?

한국의시민사회와NGO

인물로배우는정치학 - 서양

시민정치론

글로벌폴리틱스

돈이만든세계와대안경제

비전공자 선수과목(택2)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대체과정

학위논문제출

창조연구과정 미래시민리더십

프로젝트 연구

학점이수과정 추가6학점이수

학점수료(24학점) + 

졸업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

졸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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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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