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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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교육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글로벌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의 꿈을 실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2012년 진리·평화·창조라는 

창학 정신을 기반으로 개원한 국내 유일의 사이버 TESOL대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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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 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퀴엄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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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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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중 렬

History of CUFS 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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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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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OL 석사학위 · TESOL수료증 수여,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내·외국인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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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FS
TESOL



영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최신 스마트러닝 및 개인별 맞춤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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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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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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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현합니다.

CUFS
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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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콜로퀴엄 및 토요 오프라인 특강,

다양한 장학금과 학생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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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어학성적 

우수자를 위한 공인영어시험 장학금, 외대동문 장학금 등 폭넓고 특화된 장학제도를 운영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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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FS
T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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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티칭

선수과목

� 미국영어 이해
� 중급영어회화Ⅰ
� 초급영어작문입문Ⅰ

� 시사영어Ⅱ
� 중급영어회화Ⅱ
� 중급한영번역

인증과목
� 영어청취연습Ⅰ
� 고급영어회화

� 초급독해와 말하기
� 중급영어작문

청강과목
� 시사영어Ⅰ
�  Business English

�  시사영어Ⅱ
� 영어문장연습

� TESOL수료증
� TESOL자격증
�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 해외어학연수 지원
� 해외문화탐방 지원
� 해외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학점 트랙 학점(30학점 이상)

포트폴리오 트랙 학점(27학점 이상) + 포트폴리오 작성(3학점)

논문 트랙 학점(24학점 이상) + 논문 작성(6학점)

I      CUFS TESOL대학원의 명품 교육인프라로 여러분의 세상을 넓히세요!      I

CUFS

CUFS
TESOL

TESOL

CUFS TESOL대학원, 우수한 교원! 최고의 강의!

자격증·수료증 ㅣ Certification 해외지원 프로그램 ㅣ Overseas Program

CUFS TESOL대학원, 탄탄한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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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인   I   시대를 앞서가는 영어교육 트렌드로 Ontact 시대에도 앞서가는 영어교육자!  

십수 년 넘게 한 대형브랜드어학원에서 관리자로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 경력에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고 제 

우물을 벗어나 많은 동종 및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사이버한국외국어

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영어교육 트렌드를 직접 체감하며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전문성

을 인정받아 재학 중에 근무하는 어학원의 관리자에서 원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또한, 대학원에서 배운 Smart 

Learning 기술들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열정 넘치는 교수님들과 여러 

영어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배우며 Untact를 뛰어넘어 Ontact 시대의 앞서가는 영어교육자가 되실 분들에게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학생 류주은   I   홍콩에서 새로운 꿈을 좇아, 온라인으로 찾은 학업의 열정! 

2018년 회사 일로 홍콩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타국에 혼자 있게 되니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겼고, 학부 시절의 

전공을 살려 전문적인 영어교육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실시간 수업을 통해 교수님, 학생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 오프라인 강의와 마찬가지

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교수님, 튜터님, 같이 수업 

받는 선생님들과 주고받게 되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영어교육에 대한 체계가 잡히고 실무적인 내용도 바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의마다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쪼개 

써야 하는 직장인임에도 학창 시절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져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시간 활용을 하며 원하는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의 장점

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당장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재학생 아미르 버게리(Amir Bagheri)   I   Improving my teaching skills and developing my 

personality at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ending my last six and half years to study not only my undergraduate degree in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t also my master degree here at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alized that this is a magnificent university 

with excellent professors, classrooms, small groups of students, warm atmosphere and super friendly and helpful 

tutors. Also, the design of courses meant to improve all your skills separately. It is fantastic! I felt I made good 

progress. My recommendation to anyone, if you want not just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s but also be qualified how 

to teach English,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s the best place 

to do it. Last not least, my time at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lped me to improve my teaching skills, develop my personality and above all it was one of my best experiences.

재학생 노민선   I   지방에서도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박사과정 진학 준비까지! 

대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지방에서 영어 공부방과 창업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 인지였고, 두 번째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탄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가였어요. 현재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 동시에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교수님

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영어 창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에서도 대학원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다변화되고 발전적인 모델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 전문적이고 학문적이며 진취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요.

재학생 심민철   I   회사원에서 영어 교육인으로 새로운 길을 찾다! 

저는 일반 제조회사의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 입학했고, 한 

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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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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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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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I   CUFS TESOL대학원,  도전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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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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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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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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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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혜   I   석사, 박사, 그리고 교수까지 열정적인 배움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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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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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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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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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을 지원하며 부대 용사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어요. 한번은 전입 신병 한 명이 문화도 낯선데 회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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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재학생들과 만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처럼 순간순간에 

온 정성을 다해, 학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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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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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UFS TESOL INSIDE   I

입학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종강모임

재학생 수업시연

콜로퀴엄 및 

토요 온·오프 특강

상담지도교수 만남
워크숍

학생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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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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