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Korea’s only cyber graduate school devoted to TESOL

Fostering top English educators leading the global era



국내 유일 온라인 TESOL대학원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 양성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이론적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사이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글로벌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의 꿈을 실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2012년 진리·평화·창조

라는 창학 정신을 기반으로 개원한 국내 유일의 사이버 TESOL대학원

입니다. 

영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갖추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내·외국인 교수진과 함께 심도 있는 

이론과 현장실무 강화의 실용 교육을 융합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원의 교수진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와 

연구, 논문지도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영어교육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 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퀴엄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참가 지원, 해외 어학연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연구 모임 지원 등의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업 발전을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를 많이 배출하여 미래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 중 렬

09  (주)엘지에너지솔루션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8 GS건설(주)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6 대한적십자사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04 (주)엘지화학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9 (주)언어세상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9 (주)젠큐릭스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12  고양시학원연합회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11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05 몽골국제대학교 외국어교육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0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과 교류협력 협정 체결 

01 한국심리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한국아동영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한국응용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한국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5대 

 김중렬 총장 취임

07 글로벌영어교육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7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11 (주)해법에듀와 교육협약 체결

11 드래곤플라이와 교육협약 체결

08  제3대 조장연 부총장 겸 TESOL대학원장 취임

08 제1기 졸업생 학위수여

02 제2대 박흥수 TESOL대학원장 취임

0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개원

03 제1대 임우영 TESOL대학원장 취임

11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 인가

0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신청

12 대학원 설립위원회 발족

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고등

 교육법 전환 최종 인가

0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03 사이버외국어대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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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TESOL석사학위 · TESOL수료증,

한국인-원어민 교수진의 수준 높은 공동 강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지난 2011년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특수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아 정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사이버대학교 TESOL대학원으로, 학위과정을 마치면 정규 TESOL 석사학위와 TESOL

수료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높은 비중의 원어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갖춘 교수진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현장감 있는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교수진의 공동 강의를 통해 수준 높은 ‘명품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배정된 영어교육 분야 석·박사급 튜터들이 강의운영 지원과 관리를 맡고 있어 

지속적이고 긴밀한 1:1 맞춤형 학습 관리를 실현해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graduate School of TESOL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글로벌 플랫폼과 뉴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 · 학습

심도 있는 이론과 현장실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 교육을 융합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으로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실현합니다.

스마트러닝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차별화된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학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과목별 3회~4회 실시간 화상강의가 운영되며, 강의 중 발표, 주제토론, 자료공유를 통해 

학습자의 영어교육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학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일-학업 ·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이나 

해외 및 지방 거주 등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 주도적인 개인별 맞춤교육을 

온라인으로 실현합니다.



혁신 트렌드를 반영한 콜로퀴엄 및 특강

다양한 장학금과 학생지원 프로그램, 조기졸업제도

활발한 휴먼 네트워킹

탄탄한 콘텐츠 기반의 온라인 정규 수업 이외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효율적인 ‘블렌디드 러닝’으로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합니다.

콜로퀴엄, 워크숍과 다채로운 학술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영어교육 트렌드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콜로퀴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롭고 다양한 영어 

교수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기 워크숍을 통해 깊이 있는 학술적 교류와 

영어 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공·사교육기관에서 재직하거나 교육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교육전문인 장학금, 영어

어학성적 우수자를 위한 공인영어시험 장학금, 외대동문 장학금 등 폭넓고 특화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어학연수’와 ‘해외 문화탐방’ 등 ‘외국어 능력 함양+글로벌 문화 

이해’를 위한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어교육 분야 각계각층의 재학생들과의 휴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개강 · 종강 

모임, 봄나들이, CUFESTA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graduate School of TESOL



CUFS TESOL대학원의 명품 교육인프라로 여러분의 세상을 넓히세요!

CuFS

CuFS
TESOL

TESOL

CUFS TESOL대학원, 우수한 교원! 최고의 강의!

● TESOL수료증
● TESOL자격증
●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 해외어학연수 지원
● 해외문화탐방 지원
● 해외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격증·수료증 ㅣ Certification 해외지원 프로그램 ㅣ Overseas Program

구분 1학기 2학기

전공

기초이론
●  영어교수법
●  TESOL과 영어학

● 제2언어습득
● 문화와 의사소통

기초실습
●  영어듣기 및 말하기 지도
●  Classroom English

● 영어발음지도
● 영어쓰기지도
● 뮤지컬과 노래(챈트)를 활용한 아동영어교육
● TESOL과 뉴테크놀로지

심화이론

●  영어구문 및 문법지도
●  TESOL과 통번역
● 교재개발 연구 및 평가

● 연구방법론

심화실습

● 온라인 수업설계 및 평가
● 아동영어독서지도
● TESOL의 최신 동향과 적용

●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어휘지도
● 영어읽기지도

선수과목

● 미국영어 이해
● 중급영어회화Ⅰ
● 초급영어작문입문Ⅰ

● 시사영어Ⅱ
● 중급영어회화Ⅱ
● 중급한영번역

인증과목
● 영어청취연습Ⅰ
● 고급영어회화

● 초급영어독해와 말하기
● 중급영어작문

CUFS TESOL대학원, 탄탄한 커리큘럼

학점 트랙 학점(30학점 이상)

포트폴리오 트랙 학점(27학점 이상) + 포트폴리오 작성(3학점)

논문 트랙 학점(24학점 이상) + 논문 작성(6학점)

CUFS TESOL대학원, 학업 · 진로에 맞는 학위과정

▶   TESOL대학원 입학 문의 

- 홈페이지 : http://grad.cufs.ac.kr - 카카오톡 : @cufstesol 

- 전      화 : 02-2173-2290 - E-mail : kyohak@cufs.ac.kr 

- 방      문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재학생 김지영   I   직업과 육아,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교육자의 꿈을 키우는 항공사 객실 담당!

저는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경험은 있었으나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의 재학생 

대부분이 영어교육전문가분들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우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그분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학습자의 시각으로 전달

하고 토론하며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었어요. 외국어전문대학인만큼 우수한 커리큘럼은 물론, 비대면 수업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오프라인 수업보다도 한정된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시간에 쫓기는 

풀타임 워킹맘으로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 도전을 사이버상에서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처럼 언젠가 교육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을 추천합니다.

재학생 정다연   I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의 기회를 찾아 나서는 군인!

저는 20살에 조국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로 입대를 해 군 생활 13년 차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주한

미군을 지원하며 부대 용사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어요. 한번은 전입 신병 한 명이 문화도 낯선데 회화도 익숙하지 않아 

고생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선배님의 권유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우수한 교수님들과 열정 넘치는 튜터님들 뿐 아니라, 이미 영어

교육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재학생들과 만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처럼 순간순간에 온 정성을 다해, 학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심민철   I   회사원에서 영어 교육인으로 새로운 길을 찾다!

저는 일반 제조회사의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 입학했고, 한학기를 

마친 지금은 영어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에요. 기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영어 교육인이 되기 위해 이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진학이었어요. 또한, 지방

에서 국내외 출장이 잦은 직장생활 중에도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의 편리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은 앞으로 영어교육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 생각해요. 혁신 

교수법 및 영어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더욱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온라인 수업을 개발해 강의하는 영어 교육인이 되고자 합니다.

재학생 박병근   I   실용적인 교수법으로 벤쿠버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태권도장 운영!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님들을 여럿 만나면서, 영어권 나라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싶은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을 위한 영어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직 

첫 학기만 마쳤지만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수법을 배우고 이를 여러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비단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콜로퀴엄, 특강, 정보공유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태권도 교육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앞으로 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재학생 최욜라   I   신 영어교수법과 교육노하우로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하는 유치원 영어교사!

I am teaching English at kindergartens, and teaching young learners is both joyful and challenging. To 

keep young learners engaged and motivated, the lessons must be fun, but at the same time the lessons 

must be instructive as well. The question “How do I properly balance these two aspects?” triggered me to 

pursue a graduated level TEFL. My research led to me to CUFS Graduate School of TESOL. It is the most 

accredited online graduate program in Korea, and it offers a very good combination of both theory and 

practice oriented courses. Although it is only my second semester here, I am already learning a lot. I learned about different 

teaching methods and approaches and also about current teaching trends which broadened my view about TEFL. Not only 

that, the school provided many useful special lectures and colloquiums where we learned many practical teaching tips. Using 

this opportunity, I really want to thank the school’s professors, tutors, administration team, and 원우회 for their efforts and help 

that make our time at CUFS Graduate School of TESOL all the more memorable!

CUFS TESOL대학원,  도전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졸업생 성보미   I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영어 교육의 트렌드와 교수법을 찾는 열정!

저는 작은 규모로 과외교습을 하면서 늘 새로운 영어 교육의 트렌드와 교수법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과연 이 방법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혼자서 많이 해오다가 TESOL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심하게 되었

습니다. 체계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변화에 대한 실습 강의가 제가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현재는 공부방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좋은 커리큘럼과 더불어 열정적이고 명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같은 

교육계에 계시면서 많은 정보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선후배님들이 저희 TESOL대학원의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부터 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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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박현혜   I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초등 교사!

2015년 초등 교사로 근무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에 교육 분야 중 나만의 전문성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다양한 분야 중 초등영어교육에 열의가 생겨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TESOL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이수 및 6개월 

전주대 파견 연수, 영어자료개발 대회 등 다양한 기회를 얻었지만, 전문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2016년 도 교육청 지원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본드대학교에서 1개월 어학연수를 받게 되었고, 이때 

TESOL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위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TESOL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 존재함을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어요.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모든 강의가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강의의 질이 우수하고 교육 이론 및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수업 과정 안에 일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수준 높은 교육을 똑같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졸업생 장모나   I   제주도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연구원까지 도전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에서 영어교육 자격을 위하여 도내 교육대학원의 입학 요강을 알아보던 중, 우리 

TESOL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제가 원하는 바에 더욱 가깝고, 먼 거리에 있는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TESOL대학원을 거치며 학생들이 아닌 저 자신을 교육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도교수님께서 분명 다른 분야에서도 그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으로서, 강사로서 현재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전이 진행 중이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원동력은 우리 TESOL대학원의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상상하시고 도전하시던 e-learning 시스템의 

앞선 기술과 교육법을 가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배우신다면 그 실력과 열정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 동문이 

쌓아가고 있는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졸업생 조정래   I   변화하는 교육 메커니즘 속에서 앞서나가는 영어 강사!

학부 영어전공자가 아니었던 저는 영어권에서의 단기유학과 TESOL 단기 코스 이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나이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연히 인터넷 팝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학비 부담과 시간 부담을 오프라인 학교들보다는 덜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진학하였고, 지금은 졸업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 학교 측의 지속적인 학생들 학업 관리, 시대에 알맞은 

영어교육 정보습득의 기회를 통해 영어 강사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발전은 강사로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어서 대학원 

진학 무렵 시작한 영어공부방도 지금은 7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고, 초등학교 영어 시간강사, 사이버대학교 한국어과정 학생, 사이버대학 

영어학부 튜터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와 교육의 메커니즘이 달라진 이 시기에 미리 온라인학업을 충분히 경험한 

저는 앞으로 교수자로서도, 학생으로서도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졸업생 최정혜   I   석사, 박사, 그리고 교수까지 열정적인 배움의 여정!

2014년 졸업 이후, 미국 Walden University에서 Reading & Literacy Leadership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를 수료

하고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영어학과에서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강의와 ‘영어 의미 및 담화 지도’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여정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석사, 박사, 그리고 교수로서의 배움 여정을 열정적

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배움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둔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특히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와 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따뜻한 관심 덕분에 

성장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고, 동기 선생님들과 후배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배움의 경험 덕분에 최신 연구와 영어교육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어요. 온라인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무한 성장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슴 두근거리는 분야를 만나는 행운을 

만날 후배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눌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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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영어교육전문가.
CUFS TESOL대학원과 함께 하세요!

Cy외대 봄나들이 해외 연수 및 문화탐방

가을축제 쿠페스타

학위논문 공개 심사

학위수여식



홈페이지  I   http://grad.cufs.ac.kr (PC)

 gm.cufs.ac.kr (모바일)

T E L   I   02-2173-2290     F A X   I   02-2173-8737

E-mail  I   kyohak@cufs.ac.kr

카카오톡  I   @cufstesol

블 로 그   I   blog.naver.com/cufstesol

페이스북  I   www.facebook.com/cufstesol

인스타그램  I   cufs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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