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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영어교육 트랜드 기반

글로벌 진출•국내 취업전문 실용영어 과정

최대 학비지원 혜택 100%
(국가장학 + 대학교 장학)

GCU 실용영어학과로 검색

GCU TESOL

자격증

영어독서

지도사 자격증

영어뮤지컬

지도사 자격증

영어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영어교육 전문가

글로벌 취업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집 일정

정시  매년	12월부터	

후기  매년	7~8월

전형 방법

온라인	지원(학업계획서,	학업적성검사),	서류 제출

대표번호  1577-1786  |  입학 홈페이지  go.global.ac.kr

천안 본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지산리	189-4)

서울학습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2길	11

실용영어학과 입학상담

02-2160-1166

인문사회 계열

▶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과

▶ 스포츠건강학과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공학 계열

▶ 융합콘텐츠학과

▶ 방송연예학과

▶ 융합경영학과

▶ 동양학과

▶ AI융합학과

연계전공  (재학생	신청자격,	졸업 시	복수학위로	취득)

연계전공 주관 학과 참여 학과

치매전문케어 전공 사회복지학과
뇌교육융합학과,	상담심리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글로벌 K-문화 전공 융합콘텐츠학과 실용영어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지산리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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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교육학과

▶ 상담심리학과

▶ 지구경영학과

▶ 국학과

▶ 동양학과

▶ 통합헬스케어학과	(신설)

▶ 융합생명과학과

석사-박사과정 운영

정시모집 : 매년 12월부터

후기모집 : 매년 8월 

실용영어학과 교수진

윤경주 학과장

• 호주국립대학교 언어학 박사

•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객원교수 역임

• 호주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계약교수•강사 역임

•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교 언어학과 계약교수•강사 역임

• 전공 분야: 의미론, 화용론, 문화 간 의사소통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석사

• 온새미로입시학원 대표

• 호주 ITA 테솔교육원 강사 역임

김 상 석 교수

• 미국 NEC 석사

• 지미니월드 대표

• 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뮤지컬잉글리시 프로그램 제작•감수

디렉터 역임

• 중앙대학교•평택대학교 강사 역임

짐하버드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박사수료

• YBM 교사연수원 연수강사

• 한겨레 칼럼니스트

• 성신여대 겸임교수 역임

• 한세대 및 인천대 초빙교수 역임

• 서울시교육청 및 경북교육청 교사연수 

강사 및 코디 역임

• 저서  <하루 10분 명문 낭독>

 <빨간 모자가 하고싶은 말>

 <내가 사랑한 시옷들>

박 주 영 교수

• 중앙대학교 조기영어교육 박사

University of Hawaii TESL

•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외래교수

• LCW 어린이영어교육연구소장

•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외래교수역임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기영어교육학과

외래교수 역임

• 수원여대 아동영어학과 겸임교수 역임

• 서강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Stepping stones Preschool(USA)

   Curriculum Director 역임

선 효 경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전공 박사과정 

• K-MOOC 책임연구자•공동연구원

• 국제촘스키학회 수석연구원

• 고양시학원연합회 감사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특임교수 역임

송 인 숙 교수

•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컴퍼런스

메니지먼트 석사

• Sunny Sunday 출판사 대표

• 시원스쿨 아이엘츠 대표 강사

• 성균관대학교/건국대학교 아이엘츠 강사

• 줄리정 불법 아이엘츠 시리즈 저자

정진희(줄리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석사

• 코퍼스와 스마트러닝 연구회 수석연구원

• 스마트러닝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솔플러스영어 용인지사장

이 규 영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석사

• 에리카어학원 대표

• 스마트문법연구회 수석연구원

• 국제촘스키학회 수석연구원

• 글로벌언어연구소 이사

이 진 영 교수

인문사회 계열 공학 계열

www.global.ac.kr

실용영어학과
Department of Practical English

• 저서  <매일엄마영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영어 전문가의 꿈에 도전해 보십시오

글로벌 진출•국내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Practical English

실용영어학과 특성

실용영어학과 소개

영어 전문지식과 국제 감각은 물론 홍익인간 정신을 두루 갖춘 미래의 우수한 영어 전문인

력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자격증 

GCU TESOL (비공인 민간자격증)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으로서 실용영어학과 교과과정 연계로 취

득이 가능합니다.

영어뮤지컬지도사 (비공인 민간자격증)

국내	온•오프라인	최초로	본교에서	유일하게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영

어교육과	뮤지컬의	융합인	영어	뮤지컬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어	뮤지컬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서	활동하게 됩니다.	

영어방과후지도사 (비공인 민간자격증)

영어 뮤지컬 지도, 영어 독서지도 등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방과후 교육시
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영어독서지도사 (비공인 민간자격증)

소득분위별 한 학기 최대 국가장학금(수업료+입학금) 지원 금액

※ 소득분위(구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

※ 소득분위	합산대상:	미혼자(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소득분위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전월세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소득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 범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 차상위 계층은	1분위로	간주함.

※ 국가장학은 입학지원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에 신청

소득분위 환산소득 (주1) 2016학년도 1학기 최대 지원금액 개인부담 금액(한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 2,600,000원 0원

1분위 ~	1,355만원(이하) 2,600,000원 0원

2분위 ~	2,259만원(이하) 2,600,000원 0원

3분위 ~	3,163만원(이하) 2,600,000원 0원

4분위 ~	4,067만원(이하) 1,950,000원 0원

5분위 ~	4,519만원(이하) 1,840,000원 0원

6분위 ~	5,423만원(이하) 1,840,000원 0원

7분위 ~ 6,778만원(이하) 600,000원 156,000원

8분위 ~ 9,038만원(이하) 337,500원 418,500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영어교육&엄마표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실용영어 공통

기초

교양

및

일반

선택

심화

응용

•영어교육의	이해 •		스피킹을	위한

문장구성	기초

•		스피킹을	위한

문장구성	연습

• 실전 영어회화기초
• 실용영어 청취기초
(IELTS	대비과목)

• 실용영문법 기초
(TOEIC	대비과목)

• 실용영어 강독기초

• 	영어뮤지컬 테크닉과 지도법

•  영어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영어독서지도법

• 	영어어휘와	관용어연습

• 	Call	of	Sedona	이해	Ⅰ

• 	Call	of	Sedona	이해	Ⅱ

• 	실전 영어회화중급

(OPIC	대비과목)

• 	실용영문법 연습

(TOEIC	대비과목)

• 	EFL 교실영어

•영어방과후지도의	이론과
실제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 	영어교육	기획과	경영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영어

• 스크린 영어

• 영어 발음연습과	지도법

• 아동교육론

• 상담심리학개론

• 인지과학

• 뇌와	영양

• 가족복지론

• 언어의 이해

• 문화간의사소통기술
• 	 교양영어 I

(IELTS	대비과목)

• 	교양영어 II

(IELTS	대비과목)

글로벌 시대를 이끌 국제 감각을 겸비한

영어 전문인력

A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 향상

네 가지 영역 두루
영어 유창성 획득

B
글로벌 시대의

특수 유망 분야 선도

점점	커져가는	조기	영어

교육	시장을 취하는

취업•창업	준비

C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영미문화에 대한 실제적 이해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국제 감각 습득

자  격 GCU TESOL 영어독서지도사 영어뮤지컬지도사 영어방과후지도사 

등록번호 2017-005103 2015-006158 2014-0668 2017-005102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자격 발급기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비용 (세부내역) 발급수수료	25,000원	(재발급	10,000원)

환불규정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미발급	시,	수수료	전액	환불

비고(주의사항)  

상기 ‘GCU TESOL’ ‘영어독서지도사’ ‘영어뮤지컬지도사’ ‘영어방과후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및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한 영어학습 영역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

어교육 현장에서 영어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

입니다. 

자격증 취득 정보

기   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표자 이승헌

연락처 02-2160-1166 이메일 english@global.ac.kr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홈페이지 www.global.ac.kr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실전 영어교육

 실무능력과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실전 영어회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실전 중심 교육을 실현합니다.

•직업 연계 교육

 GCU TESOL·영어뮤지컬지도사·영어방과후 지도사·영어독서지

도사 등 글로벌 시대 가장 핫한 직업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

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공인시험 대비

전방위 교육과정을 통해 OPIC·IELTS·TOEIC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커뮤니티

오프라인 특강 시리즈와 커뮤니티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합니다.

•해외 어학연수 및 매학기 영어능력평가 모의시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미문화 체험을 위해 지원자에 한하여

호주 어학연수 및 IELTS 모의시험 응시혜택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