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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온라인 TESOL대학원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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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OF TESOL    I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학력 University of Delaware, Ph.D.  

 in Applied linguistics

전공 응용언어학

 - 영어교수법, 영어발음지도

성은경 교수

학력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English

전공 코퍼스 영어학

  - TESOL과 영어학,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어휘지도

김희진 교수

학력 University of Essex, Ph.D. 

 in English Education

전공 교재론 및 평가

 - 교재개발 연구 및 평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김해동 교수

학력 The University of Georgia, Ph.D. 

 in English Education

전공 쓰기교육

 - 영어쓰기지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임현우 교수

학력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English

전공 영어학(생성문법)

 - 영어구문 및 문법지도

조기석 교수

학력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h.D. in Linguistics

전공 제2언어습득, 심리언어학

  - 제2언어습득, 영어듣기 및  

    말하기 지도

이선영 교수

학력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전공 통번역

 - TESOL과 통번역, 연구방법론

박헌일 교수

학력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in Second Language Studies

전공 Second Language Studies

 - 온라인 영어학습과 교수

이종봉 교수



창의적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영어교육전문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에서 

글로벌 온·오프라인 영어교육전문가의 꿈을 실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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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 Education

전공 교육공학

 - 온라인 수업설계 및 평가

※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서울대 교육학과 강사
홍영일 교수

학력 Chung-Ang University, Ph.D. 

 in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전공 조기영어교육

  - 아동영어독서지도, 뮤지컬과 노래

    (챈트)를 활용한 아동영어교육

※ 글로벌사이버대 영어과 외래교수
선효경 교수

학력 American College of Education,  

 M.Ed in Teaching English Language 

 Learner

Tara Rowlodge 교수

학력 Chung-Ang University, Ph.D. 

 in e-Learning

전공 e-Learning

 - TESOL과 뉴테크놀로지

권연희 교수

학력 The University of Findlay, U.S.A., MA  

 in TESOL and Bilingual Education

전공 TESOL, 이중언어교육

 - TESOL의 최신 동향과 적용

최정미 교수

학력 Framingham State University, 

 M.Ed.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randen Noland 교수

학력 Liberty University 

 (Lynchburg, Virginia), M.Ed in  

 General Education

Joshua Hollis 교수

GRADUATE 
SCHOOL 

OF TESOL

안녕하십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은 2012년 진리 · 평화 · 창조라는 창학 정신을 기반

으로 개원한 국내 유일의 ‘TESOL’ 사이버대학원입니다. 

영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갖추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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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은 교수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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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참가 지원, 해외 어학연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연구 모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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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지 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THE BEST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 TESOL 석사학위 · TESOL수료증

•	온라인으로	정규	석사학위와	TESOL수료증을	동시에	취득	가능한		

국내	유일의	사이버	대학원

한국인-원어민 교수진의 수준 높은 공동 강의

•	내국인-원어민	교수진의	수준	높은	공동	강의를	통한	시너지	효과

•	높은	비중의	원어민	교수진

•	교수와	학생	간	온	·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	석	·	박사급	튜터의	수준	높은	1:1	학습	관리	및	강좌운영	지원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	커리큘럼

•	실시간	화상강의	및	토론을	통한	학습자의	영어교육	능력	함양

글로벌 플랫폼과 뉴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 · 학습

•	최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개인별	맞춤학습	환경	제공

•	차세대	글로벌	플랫폼으로	차별화된	온라인	캠퍼스	구축

•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환경	구현

GRADUATE SCHOOL OF TESOL    I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Y
CUFS TESOL?



혁신 트렌드를 반영한 콜로퀴엄 및 특강

•	혁신	영어교육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	초청	정기	콜로퀴엄	개최

•	학기	중	온라인	교과목과	연계한	특강을	통한	효율적인	블렌디드	러닝

활발한 휴먼 네트워킹

•	영어교육	분야	각계각층의	재학생을	통한	휴먼	네트워크	구축	가능

•	개강	·	종강	모임,	봄나들이,	CUFESTA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친목도모

다양한 장학금과 학생지원 프로그램, 조기졸업제도

•	교육전문인장학금	외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한	학업	지원

•	상담지도	교수의	체계적	지도	및	상담	

•	국제	학술대회	참가,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문화탐방	지원	

•	수업연한	5학기	중	1학기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	

(4학기)	시행

CUFS TESOL대학원,
도전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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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Curriculum

구분 1학기 2학기

전

공

기초이론
•	영어교수법

•	TESOL과	영어학

•	제2언어습득

•	문화와	의사소통

기초실습
•	영어듣기	및	말하기지도

•	Classroom	English

•	영어발음지도

•	영어쓰기지도

•	노래(챈트)와	뮤지컬을	활용한	아동영어교육

•	TESOL과	뉴테크놀로지

심화이론

•	영어구문	및	문법지도

•	TESOL과	통번역

•	교재개발	연구	및	평가

•	연구방법론

•	온라인	영어학습과	교수

심화실습

•	온라인	수업설계	및	평가

•	아동영어독서지도

•	TESOL의	최신	동향과	적용

•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어휘지도

•	영어읽기지도

선수과목

•	미국영어의	이해
•	초급영어작문실용Ⅰ
•	영어어휘연습

•	창의적	어린이영어지도

•	시사영어Ⅱ
•	중급한영번역

인증과목
•	TOEIC	LC

•	실용영문법

•	초급영어독해와	말하기

•	중급영어작문

학위과정 Courses

학점트랙 논문트랙 포트폴리오트랙

학점(30학점	이상) 학점(24학점	이상)	+	논문	작성(6학점) 학점(27학점	이상)	+	포트폴리오	작성(3학점)

졸업 후 진로 Careers for TESOL Majors

영어교육전문가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업설계 전문가 박사과정 진학 및 교수요원

•	온라인	영어교육전문가

•	공교육	및	사교육	영어교육전문가

•	방과후	영어지도사

•	기업체	영어교육전문가

•	영어교육사업가

•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전문가

•	온·오프라인	영어수업	설계	전문가

•	영어교재	개발	전문가

•	영어교육컨설팅	전문가

•	국내·외	박사과정	진학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원

•	대학교수

학생 연구회 Student Study Group

코티칭(Coaching & 

Teaching) 연구회
코퍼스와 스마트러닝 연구회 스마트 문법 연구회 SLA 연구회

TESOL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나눈다는	목표	아래		

제2	언어	학습의	전반적인		

연구를	목표로	한다.

코퍼스	연구와	스마트러닝	관련		

국내외	논문	등	문헌	조사,	수집,	

연구

생성문법을	토대로	한	

영어	구문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술모임

석사학위논문	연구	및	언어인지	

분야	학술	스터디

GRADUATE SCHOOL OF TESOL    I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자격증 · 수료증 Certification 

•	TESOL수료증

•	TESOL자격증

•	TESOL	Certificate	for	Teaching	Kids	수료증

해외지원 프로그램 Overseas Program

•	해외어학연수	지원

•	해외문화탐방	지원

•	해외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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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 일정
구분 일정 절차 및 방법

입학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2022. 11. 14.(월)

~ 12. 16.(금)

•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입학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전형료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구비서류 제출
2022. 11. 14.(월) 

~ 12. 19.(월)
•	등기우편(증빙서류	원본제출,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2022. 12. 26.(월)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조회	·	확인

면접고사 2023. 1. 7.(토)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고사	시행

•	면접	대상자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 13.(금) •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개별	조회	·	확인

합격자 등록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2023. 1.16.(월) 

~ 1. 27.(금)

•	기한	내	미등록시	입학	취소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합격자	수강신청

02.	모집전공 및 정원

과정 전공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외 위탁학생전형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전형

TESOL 석사 TESOL 전공 44명 4명 4명 5명

※			정원내	특별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세대원,	외국인근로자).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며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원외	전형을	모집함(정원	외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정원외	전형은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하며	정원	외	위탁학생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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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자격  
[ 공통 사항 ]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은행제,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자	등)

	 -	출신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는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교의		

입학을	취소함

	 ※	학점은행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최종	인정(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받아야만	정식	학점(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 정원내 특별전형 자격요건(사회적 취약계층) ]

※	해당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에	해당	여부를	선택하고,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분 자격요건

경제적 취약계층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국내거주

다문화가정세대원

•			지원자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혼인하여	3년이	경과한	자(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수학이	허용된	자에	한함)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			지원자	본인이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인	자(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수학이	허용된	자에	한함)

[ 정원외 전형 자격요건(정원 외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외국인)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구분 자격요건

정원 외 위탁학생전형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각군(육	·	해	·	공군)의	자비취학	신청기간	내	자비취학추천	별도	신청	필요함

							※	입학	후	재적하는	동안	전역	등의	경우에는	학적이	상실됨(매	학기	복무	·	재직	여부를	확인)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 · 외국인전형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	국내	거주중인	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04.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서류전형(50점)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30점 -

학부 성적 20점 -

면접전형(50점) 면접고사 50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고사	시행

가산점(최대 5점)
동일계 전공, 공인영어시험성적, 

TESOL자격, 국내외 어학 교육봉사

각	항목별	2.5점	

(최대	5점)
지원자의	자격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평가방법 ]

▶   서류전형

평가 항목 배점(점) 비고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30
•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작성	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제출함

•		자기소개(자기소개,	지원동기,	이력	및	경력,	특기사항	등)	및	학업계획(향후	학업	및	연구계획,		

희망진로	등)	작성함

학부성적 20

•	대학	학부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함

•	취득성적을	백분율	성적으로	환산	적용함				

학부성적(백분율) 95이상 90~94 85~89 80~84 75~79 70~74 70미만

배점 20 19 18 17 16 15 14(기본점수)

				※	만점	기준이	다른	경우는	환산	적용함

				※	백분율	성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기본점수(14점)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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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평가 항목 배점(점) 비고

면접고사 50

•				면접위원	2인과	지원자	1인으로	영어로	면접이	진행되며	10분	정도	소요됨(온라인	화상면접	시행,		

면접시간은	임의배정되며	개별	변경	불가)

•	전공지식의	이해,	학업계획서,	영어구사력,	학문에	대한	진지성	및	적성	등을	평가함

•	복수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	적용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가산점

가산점 세부 항목 배점(점) 대상 및 내용 제출서류

동일계 전공

각 항목별 2.5점

(최대 5점까지 부여)

•			영어,	영문,	영어교육,	영어통번역,	영어학	등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졸업증명서

공인영어시험성적

•	본	대학원이	정한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의	소지자

				※			성적	기준:	FLEX	750점,	TOEIC	900점,	TOEFL(iBT)	

97점	이상

공인영어시험성적표

TESOL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기관에서	운영하는	TESOL과정을	수료한	

TESOL자격증	소지자
TESOL자격증

국내외 

어학 교육봉사
•	1년	이상	봉사활동	내역이	있는	자

국내	:	1365자원봉사

포털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국외	:	봉사활동	증명서

(인정여부	별도		

심사	필요)

[ 선발기준 ]

▶			전형별	합격기준	:			서류전형(50점),	면접전형(50점),	가산점(최대	5점)	기준으로	총점	60점	이상(총점	60점	미만은	불합격	판정,	특별전형	

지원자는	총점이	전체	전형의	면접고사	응시자	총점	하위	10%	이내	해당	시	불합격	판정)

▶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선발기준	:	모집정원	내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가산점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고득점자)으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	가산점	해당자	>	학부성적	상위자	>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

05.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구분 제출서류(각 1부) 비고

온라인 제출
입학지원서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PC,	모바일)에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자	사진	업로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3×4cm)

오프라인 제출

(우편제출)

입학지원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입학지원서	출력	후	자필로	사인	또는	날인하여	제출

대학 졸업증명서

(학위등록번호 기재)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단, 합격 후 졸업증명서 추가제출 필수)

•	복수전공,	다중전공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해당	전공	여부가	표기되어야	함

대학 성적증명서

•	학부를	편입학한	경우	최종	졸업대학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전학년	총이수학점,	평균평점,	평점만점(4.0,	4.3,	4.5	등)이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	성적까지	표기된	증명서	제출	

(단,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필수)

학력조회동의서
•			학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한	뒤	출력	후	자필로	사인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해당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기타서류

(가산점 및 장학 증빙서류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관한	재직	및	경력증명서(총	재직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TESOL자격증(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반환요청한	지원자에	한해		

입학전형	완료	후	원본	반환함)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봉사활동	증명서

2023학년도 1학기 모집요강   |   모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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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대학졸업자 추가 제출서류 ]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문 증명서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공증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주한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정식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중 택 1하여 원본 제출하여야	함

아포스티유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	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안내	홈페이지	:	www.0404.go.kr	여권과	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확인은	모든	학력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받아서	제출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의	Degree	Verify	Certificate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발급	인장증명
-	영국	:	주한영국문화원(02-3702-0600)	
-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	교육부(02-2003-0116,	0102)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서	발급

[ 정원내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사회적 취약계층) ]

※	해당	전형	지원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해야	함(우편등기	제출)	

구분 제출서류(각 1부)

경제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국내거주
다문화가정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사본
•	혼인	전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귀화자에	한함)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등)	
•	여권사본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원외 전형 추가 제출서류(정원 외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외국인) ]

※	해당	전형	지원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해야	함(우편등기	제출)

구분 제출서류(각 1부)

정원 외 위탁학생전형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공무원재직증명서(공무원)
•	복무확인서(군인)																																		●		자비취학추천서
	※			자비취학추천서는	지원자가	각군(소속부대)에	신청하면	교육부를	통해	일괄		
본교로	제출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전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생	·	부모	모두의	외국인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등)
•	학생	·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하는	증명서
•	여권사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초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전	과정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여권사본
•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등)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2022. 11. 14.(월) ~ 12. 19.(월)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처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사이버관 604-4호)
 ※ 제출 서류 봉투 앞면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서류제출 유의사항 ]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구비서류는 무효로 처리함(합격자 및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함 

※ 제출서류 접수확인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서류제출 여부확인’에서 확인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으로 제출해야 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사본 또는 팩스로 발급된 증명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단, 정상적인 온라인증명발급절차를 거친 증명서나 주민센터 등 해당 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이 있는 서류에 한해 원본으로 인정함

▶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격으로 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2023년 2월 24일(금)까지 ①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1부, ②성적증명서

(최종 학기 성적 기재)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각종 입학관련 제출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단,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원본 제출한 경우 사전에 반환요청한 지원자에 한해 입학전형 완료 후 원본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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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형료 및 등록금 
[ 전형료 ]

구분 금액 납부방법

전형료 70,000원
입학지원서	작성	시	전형료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등록금 ]

구분 금액 비고 납부방법

수업료 2,900,000원 1개	학기	기준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입학금 500,000원 입학학기에	납부

계 3,400,000원 입학학기	기준

07.	입학 장학 혜택
[ 입학 장학금 종류 ]

※	상세	내용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장학명 수혜대상 장학혜택 증명/제출서류 (각 1부)

총장 장학금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 수업료의	100%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대학원장 장학금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 수업료의	50%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진리 장학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명)

※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4.0	이상

				②			TOEIC	900점	이상(이에	준하는	

시험의	동급	수준	이상)

				③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④	면접	통과

입학금	면제	및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100%

※			입학	후	본교	영어학부	튜터로서		

매	학기	2과목	운영하여야	계속		

수혜	가능

학부	졸업증명서,

학부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본교	전임교원의	추천서

평화 장학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4개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명)

※ 심사항목 	

				①	학부성적	GPA	3.5	이상

				②	TOEIC	800점	이상

				③	본교	전임교원	추천

				④	면접	통과

수업료의	50%

학부	졸업증명서,

학부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본교	전임교원의	추천서

외대가족 장학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수업료의	30% 학부	졸업증명서

교육전문인 

장학금

현재	1년	이상(이전	경력	포함)		

공교육	및	사교육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개인사업자,	개인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포함)

최대	연속	4학기	수업료의	20%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4학기까지	수혜	가능(마지막	5학기	

및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	불가)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증명되지	않는	자는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불가)

•			개인	교습소(과외,	공부방)	운영자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한	운영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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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수혜대상 장학혜택 증명/제출서류 (각 1부)

공인영어시험 

장학금

영어	어학성적	우수자
-			FLEX	750점,	TOEIC	900점,	
TOEFL(iBT)	97점	이상인	자

수업료의	20%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국내에서	치러진	정기시험에서	최근	2년		

이내	취득성적만	인정함

면학 장학금 A형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입학	첫	학기	제외,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수혜	가능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면학 장학금 B형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전체	5개	학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장애인	증명서

군위탁 장학금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전체	5개	학기	수업료의	50%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복무확인서

[ 입학장학금 안내사항 ]

▶   입학 장학금은 신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됨. 모든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 장학금은 입학학기(1학기)에만 지급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교내장학은 등록금 납부 시 사전감면 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입학장학금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함.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 

08. 지원 시 유의사항  
▶			입학지원서	작성	시에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모집요강과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			입학지원서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서류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학전형	성적	및	입시평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각종	입학관련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로서	2023년	2월까지	신입생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신입생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과입금	또는	잘못	입금된	비용,	학기	개시일	이전의	등록포기로	인한	수업료	환불은	소정의	환불	신청이	있어야	가능함

▶			합격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칙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소정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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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입학지원절차

모집요강 확인 •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모집일정	및	전형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숙지합니다.

입학지원서 접수 및

전형료 납부

•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PC,모바일)에서	입학지원서(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전형료를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납부

•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12. 16.(금)

구비서류 제출

•	모집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원본서류	각	1부)를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 2022. 11. 14.(월) ~ 12. 19.(월)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처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사이버관	604-4호)

서류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에서	서류합격	여부를	개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	나의지원관리	▶	서류합격	및	면접확인	메뉴에서	조회

• 발표일 : 2022. 12. 26.(월)

면접고사

응시

•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일정	및	장소,	준비물이	별도	공지되며,	지정된	방법으로	면접고사에	응시합니다.

• 면접고사 : 2023. 1. 7.(토) 

합격자 발표

•	입학심사에	의해	합격자를	발표하며,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	나의지원관리	▶	최종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조회

• 최종 발표일 : 2023. 1. 13.(금)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납부

•	2023-1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기간 : 2023. 1. 16.(월) ~ 1. 27.(금)

입학 문의   Contact

• 홈페이지	:	http://grad.cufs.ac.kr

• 전      화	:	02-2173-2290,	2374

• E-mail 	:	kyohak@cufs.ac.kr	

• 주      소 	:	(02450)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604-4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Master’s Degree in TESOL and TESOL Certificate
-   Only cyber graduate school where it is possible to simultaneously earn a master’s degree and 

TESOL certificate online

High Quality Joint Lectures by Korean and Native English-speaking Professors
-   Creation of synergy through joint, high quality lectures from Korean and native English-speaking 

professors
- Advanced 1:1 support from tutors holding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Systematic Curriculum to Strengthen Theory and Practice
- Differentiated English education curriculum that integrates theory and practice
- Cultivation of students’ English teaching skills through video lectures and debates in real time

Learning through Global LMS Platform and New Technology
-   Provision of online educational content using the latest multimedia and an individually 

customized learning environment
-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ted online campus system through the Global LMS Platform
- Realization of an efficient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rough a real-time video system

Colloquiums and Lectures
-   Regularly hosted colloquiums by expert speakers, presenting the latest trends in English 

education
-   Efficient blended learning through the provision of lectures throughout the semester in 

conjunction with online classes

Various Scholarships, Student Support Programs, and Early Graduation 
- Academic support through diverse scholarships, including the Education Expert Scholarship
-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overseas language training, and 

overseas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 Comprehensive guidance and advice from Korean and foreign professors 
- Early graduation program to reduce the required semesters from five to four

WHY CUFS TESOL? 
▶ The Power of GS TESOL at CUFS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at CUFS is 
fostering online∙offline English education 
experts with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ets focusing on real-world usage. 

We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and offer a 
differentiated curriculum that focuses both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ertise with the goal 
of fostering “online∙offline English education 
experts” that will lead the global era.

GRADUATE SCHOOL OF TESOL    I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3 Spring Admission   |   ADMISSION &　GALLERY

01. Application Procedure
Stage Schedule Notes

Online Application November 14, 2022 ~ 
December 16, 2022

•	Check the application guidelines
•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personal 

statement & study plan) Online
•	Pay the application fee

Submit Required 
Documents

November 14, 2022 ~ 
December 19, 2022

•	   Submit the printed application form with 
other required documents

Announcement of 
Candidates at First Round December 26, 2022 •	   Check document acceptance results 

(Announced Online)

Interview January 7, 2023
•	   Check the date, time and venue of the 

interview (Announced Online and text 
message)

Announcement of 
Accepted Candidates January 13, 2023 •	   Check final admission results (Announced 

Online)

Enrollment of Accepted 
Candidates

and Course Registration

January 16, 2023
~ January 27, 2023

•	 Enroll of successful candidates Online
•	Pay the tuition
•	Course registration

02. Application Requirements (Common Requirements)
▶   Applicants who have earned or are expected to earn(by February. 2023) a bachelor’s degree from a 

domestic or overseas university
▶   Applicants who are legally recognized as possessing the equivalent level of education mentioned 

abov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self-educated bachelor’s degree holders, etc.)
▶   Applicants are eligible to apply regardless of their undergraduate major
▶   For graduates of universities located overseas, only those from universities accredited in the 

corresponding country will be eligible to apply.

Join Us at CUFS TESOL!

ADMISSION
▶ TESOL Master’s Degree



2022.			0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장지호	총장	취임

07	김포시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01	씨제이대한통운(주)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2021.			09	(주)엘지에너지솔루션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8	GS건설(주)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6	대한적십자사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04	(주)엘지화학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2020.			09	(주)언어세상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09	(주)젠큐릭스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2019.			12	고양시학원연합회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11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05	몽골국제대학교	외국어교육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2018. 			0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과	교류협력	협정	체결	

01	한국심리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1	한국아동영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1	한국응용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1	한국언어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2017.			0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5대	김중렬	총장	취임

2016.			07	글로벌영어교육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07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와	교육협약	체결

2015.			11	(주)해법에듀와	교육협약	체결	

11	드래곤플라이와	교육협약	체결

2014.			08	제3대	조장연	부총장	겸	TESOL대학원장	취임	

08	제1기	졸업생	학위수여

2013.			02	제2대	박흥수	TESOL대학원장	취임

2012.			03	제1대	임우영	TESOL대학원장	취임	

0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개원

2011.			11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설립	인가	

0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신청

2010.			12	대학원	설립위원회	발족

2008.			10	고등교육법	전환	최종	인가	

0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2004.			03	사이버외국어대학교	개교

History of 
CUFS TESOL

http://grad.cufs.ac.kr

Tel		I		02-2173-2290,	2374	|	Fax:	02-2173-8737

E-mail		I		kyohak@cufs.ac.kr

카카오톡 ID		I		cufstesol

블로그		I		blog.naver.com/cufstesol

인스타그램		I		www.instagram.com/cufstesol

플리커		I		www.flickr.com/photos/cufstesol

입학 준비 카페		I		cafe.naver.com/koinonia72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604-4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