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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택한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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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DU

1st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교
(since 2000년)

11,133명

재학생 수, 1만명과 함께
(대학알리미, 2022년 기준)

34개

학과·전공, 930여 개 교과목
교육과정 특성화

2년 연속

1+1

교육부 장관상 수상
(수업콘텐츠 부문, 2011~2012년)

학사학위와 국가/민간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사이버대학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3개

13년 연속

복수전공/부전공
모든 학과 신청 가능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사이버대학 부문, 2010~2022년)

연간 149억원

100%

6.3만원

입학생 전원 장학 수혜
(대학알리미, 2021년 기준)

온라인 수업과 시험
전과목 스마트폰 수강

학점당 등록금 사이버대학 최저 수준
(사이버대학종합정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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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DU
정규 4년제

폭 넓은 학습기회와

학사학위 취득

우수한 교육과정

•고등교육법상의 학사학위 수여

•34개 학과·전공, 연간 930여 개 교과목 개설

•2001년 개교한 최초 사이버대학

•수업 콘텐츠 부문 교육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다양한 자격증 취득 및

100% 온라인

대학원 진학

강의 및 시험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 탐정사 등

•오프라인 출석 의무 없이 온라인 수강, 시험 응시

•서울대, 교토대, CUNY 등 국내외 명문 대학원 진학

•전 과목 스마트폰 수강 가능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및

합리적인 등록금과

학습지원 서비스

풍부한 장학금 지원

•수강유예, 조기졸업,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가능  

•학점당 6만3천원, 사이버대 최저 수준 등록금

•디지털도서관, 멘토링, 수업장애원격지원센터,

•입학생 전원 장학 제공 등 연간 149.2억원 규모

   장애학생지원센터, 심리상담센터

   장학금 지원

디지털 속

국내 최대 수준

아날로그 라이프

동문 네트워크

•동아리, 스터디, 실습수업, MT 등

•4만여 명의 국내 사이버대 최대 규모의

   오프활동 활발

   졸업생 배출

•연주실, 실습실, 전시공간 등 다양한

•사법시험, 로스쿨 합격자, 공인회계사, 지방의회

   학습시설 보유

   의원, 문학작가, 화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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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과 교육과정

합리적인 등록금과
장학제도

주변 지인 추천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생 설문(‘22)

편리한
스마트폰 강의수강

수상·인증
우수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스마트러닝 시스템의 편의성, 다양한 학생서비스 등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2022 ‘소비자의 선택’

13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분 대상 수상

8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분 대상 수상

‘2019 Korea Top Awards’

2021 ‘스타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8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수업콘텐츠,  스마트러닝
NO.1 사이버대학

수업콘텐츠 부문 교육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2011~2012년)
교육부 선정 스마트러닝 구축 및 운용 선도대학 (2011년)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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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연혁
교육이념

정보화시대의 자아실현

교육목적

열린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실천적 역량, 대외지향적 기상을 지닌 진취적 인재를 양성

교육목표

비전체계

세계인

실천인

창조인

전문인

협력인

01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교육혁신

02

참여와 공감으로
소통하는 학생지원

03

Glocal 대학실현

연혁
2000

06. 07 엄영석 초대 이사장 취임
11. 3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디지털대학교 설립 인가
12. 01 제1대 조규향 총장 취임

2004

02. 15 2004년 전기 학위수여식 (사이버대 최초 조기졸업생 74명 배출)
06. 1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 인터넷파워(KWPI)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웹사이트’ 2년 연속 선정

08. 2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04 서비스품질지수 사이버대학부문 1위’

2001    

03. 01 서울디지털대학교 개교
03. 05 2001학년도 전기 입학식 개최

2005   

2002

2006

09. 12 제2대 노재봉 총장 취임

2003     

03. 25 제4회 디지털경쟁력향상대회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08. 12 중국 ‘상해 e-캠퍼스’ 개교

08. 23 제3~6대 조백제 총장 취임
  

08. 17 일본 소프트뱅크와 사이버유니버시티 교류 양해각서 체결
08. 18 미국 브리검영대학 콘텐츠 교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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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3. 24 미국 노스웨스트대학과 교류 양해각서 체결
07. 30 서울특별시 관학협력 및 위탁교육협약 체결

9

2015

09. 24 ‘스마트러닝모바일앱’ 국내 대학 최초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12. 17

2008    

08. 0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11. 28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9  

03. 15 서울디지털대-육군 교육사령부 ‘온라인 군사 교육과정 공동개발’
MOU 체결

‘2015 웹어워드코리아 사이버대학 및 교육 분야 대상’ 수상

2016

04. 04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09. 21 서울디지털대-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MOU 체결

2017

10. 30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

03. 30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순택 이사장 취임
11. 17 서울디지털대,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획득

2010    

2018

04. 27 서울디지털대-SK텔레콤-SK브로드밴드 ‘SDU 모바일 캠퍼스 구축’
MOU 체결

07. 15

01. 16
01. 18

제 8대 김재홍 총장 취임
‘2018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8년 연속 수상

‘2010 여성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

2011    

05. 20 ‘2011 원격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선도대학) 수주

2019

03. 01 2019학년도 ‘전기전자공학과’ 신설
04. 01 6년 연속 1만여 명 재학생수 기록(2014~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10. 23 ‘2019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수상(콘텐츠 우수대학)

12. 30 ‘2011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및 장려상 수상

2020

03. 01 2020학년도 ‘기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신설
04. 17 ‘2020 Korea Top Brand Awards’ 9년 연속 수상

2012

01. 11 ‘2011 웹어워드코리아’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09. 12 ‘2012 사이버대학 이러닝 콘텐츠 공모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2021

03. 01 2021학년도 ‘국방융합인재전공’, ‘외식조리경영전공’, ‘탐정전공’,
‘군경소방상담전공’, ‘보건의료행정전공’, ‘뷰티미용전공’ 신설

2013
07. 15
12.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01. 16
01. 16
04. 03
08. 20
10. 21

2021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대상’ 8년 연속 수상

‘웹어워드코리아 2013’ 대학 부문 최우수상 수상,
모바일 웹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

2014

07. 08
12.10

‘2021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12년 연속 수상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채겸 이사장 취임

2022

04.17   연간 149.2억 장학수혜 달성(2022 대학정보공시 기준)
08.12   2022학년도 1학기 학위수여(42,570명 누적 배출)
10.20   ‘2022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대학교 부문 8년 연속 수상

제 7대 정오영 총장 취임
‘앱 어워드 코리아 2014’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조옥래 이사장 취임

* 2023학년도 3개 전공 신설
생활스포츠전공, 드론전공, 국제학과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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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
전공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경영인의 산실
·특 징 :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의 실용교육, 높은 대학원 진학률, 비즈니스와 진학 네트워크
·진 로 : CEO, 경력이동/재취업/창업/인사·노무/재무/마케팅/경영컨설팅/전략분석/IT프로젝트 매니저 전문가 활동,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SMART 서비스경영자격, 스포츠경영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2 / 학과 홈페이지 http://biz.sdu.ac.kr

군인의 능력과 사회인의 자질을 융합하여 군과 사회가 동시에 요구하는 유능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카(MECCA)
·특 징 : 1:1 멘토교수 밀착지원 제도, 비교되지 않는 파격적 장학혜택, 군부대의 특수성을 배려한 교육과정
·진 로 : 전문직업군인으로 장기 지속 성장, 전역시 안보, 국방, 군사, 방산 분야 등 취업, 제2전공 선택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획득과 취업
·자격증 : 제 2전공 선택에 따라 다양한 자격증 취득 가능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15 / 학과홈페이지 http://mecca.sdu.ac.kr

세무회계학과

디지털시대의 핵심인재, 회계/세무엘리트의 산실 선언

부동산학과

대한민국 No.1 부동산대학

외식조리전공

음식으로 삶을 경영하는 전문가 양성

23년 신설

Nice Body, Beautiful Life! 서울디지털대학교 생활스포츠 전공

생활스포츠전공

·특 징 : 온라인대학 최초 한국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및 최연소 1차합격자 배출
·진 로 :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회게법인,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 애널리스트, 벤처캐피탈리스트,
신용평가기관, 경영컨설팅,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IFRS관리사, 재경관리사, AT자격증, 회계관리1,2급, 전산회계1,2급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8 / 학과 홈페이지 http://account.sdu.ac.kr

·특 징 : 사이버대학 중 부동산전공 최다과목 개설, 최고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실전 경매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과정 운영
·진 로 : 부동산중개 및 투자 컨설턴트, 디벨로퍼, 부동산마케팅 전문가, 감정평가사, 부동산경매 투자자 및 컨설턴트,
             부동산자산관리자, 연구자
·자격증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국제자격증(CPM, CCIM)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4 / 학과홈페이지 http://estate.sdu.ac.kr

·특 징 : 식품/영양/외식/조리/경영 최신 융합 지식 제공, 실용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교수진
·진 로 : 외식업체, 호텔, 식품유통업체, 외식 컨설팅업체, 항공사, 금융기관, 회계 관련 분야, 웨딩전문 업체 등, 각 기관의 식당,
급식, 사업소, 창업
·자격증 : 외식경영 관리사, 조리사(한식/중식/양식 중 택1), 외식창업자격증, 제과제빵기능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16 / 학과홈페이지 http://cook.sdu.ac.kr

·특 징 : 체육ㆍ스포츠 분야 4년제 정규대학교 학사 학위, 다양한 국가자격증 맞춤형 교육과정, 홈트, 워라밸, 바디프로필 등
             트렌드 지향 커리큘럼
·진 로 :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시설 경영자,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치료자, 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 강사, 교수,
             연구원, 저술가 등
·자격증 :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7 / 학과홈페이지 http://sports.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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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쟁력 있는 법무 및 행정전문가 양성

경찰학과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Smart Community Policing)을 선도하는 미래형 경찰행정 전문가 양성

탐정전공

국내 대학 최초 탐정전공 개설! 국내 유일한 민간영역 조사전문가 양성과정

·특 징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젊고 유능한 교수진
·진 로 : 로스쿨 및 대학원 진학, 법무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공무원 임용, 시민단체(NGO) ·전문자격증 :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전문자격증 :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049 / 학과홈페이지 http://lawadmin.sdu.ac.kr

·특 징 : 범죄심리/프로파일링/과학수사 특화 교육과정, 경찰 실무 교육과정, 입경도우미 과정
·진 로 : 경찰공무원, 경비지도사, 교정공무원, 보호관찰직 공무원, 방호직공무원, 청원경찰
·자격증 :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 응시 자격부여(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45학점 이수), 경비지도사,
경찰상담 수료증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042 / 학과홈페이지 http://police.sdu.ac.kr

·특 징 : 탐정 자격취득시험 지원,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최고의 교육과정, 조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
·진 로 : 신용정보회사, 도감청탐지전문업체, 기업법무팀, 보안컨설팅사, 금융기관,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소
·자격증 : 도감청탐색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경비지도사, 산업보안관리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19 / 학과홈페이지 http://pi.sdu.ac.kr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
전공

예술치료전공

사이버대 최초 설립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 및 수련 프로그램 제공
·특 징 :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국내최고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정기적인 오프라인 특강 및 상담사례연구회의
·진 로 : 상담심리/임상심리/청소년상담 등 관련 기관 취업 및 전문가 활동,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국가자격증(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학회자격증(상담심리사2급, 범죄심리사2급,
놀이치료사, 예술치료사, 발달심리사, 미술치료사, 독서심리전문상담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64,3265 / 학과홈페이지 http://counsel.sdu.ac.kr

군, 경찰, 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관련 심리상담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
·특 징 : 군, 경 외에 소방 전문 상담 최초 교육, SDU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 기회 제공, 대한민국 최대의 상담커뮤니티 구축
·진 로 :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교정복지사, 범죄피해자보호사,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 군교육강사, 피해상담사, 리더십지도사,
국가기관, 청소년상담사,대학원 진학
·자격증 :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범죄심리사 2급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18 / 학과홈페이지 http://mpfcounsel.sdu.ac.kr

통합적 예술치료를 선도하는 전문가 양성
·특 징 : SDU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실습 기회제공, 졸업 후 진로, 대한민국 최대의 상담커뮤니티 구축, 통합적 예술치료
·진 로 : 병원, 재활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모래놀이 치료실, 음악 치료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의학 관련 공공기관(출처 커리어넷)
·자격증 : 임상미술치료사(한국미술치료학회), 음악중재전문가(전문음악치료사협회), 임상음악전문가(한국음악치료학회),
                독서심리전문상담사2급(한국독서치료학회), 예술치료심리사2급(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1 / 학과홈페이지 http://arttherapy.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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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21세기 복지전문가 양성

보건의료행정
전공

21세기 보건의료행정 전문가 양성,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전문가 양성

·특 징 : 사회복지관련 필수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완벽 대비, 전담교수진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원
·진 로 : 사회복지/가족복지/노인복지/아동청소년복지 등 복지관련 기관 취업 및 설립,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자격인증제),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다문화사회복지전
문가, 지역아동센터전문가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3,3285 / 학과홈페이지 http://welfare.sdu.ac.kr

·특 징 : 보건의료행정관련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경력개발중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학습자 요구에 따른 맞춤식교육내용 제공
·진 로 : 보건분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병원 등 의료기관, 보건직 공무원),
의료산업 분야(보건의료산업관련기관, 보험회사),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보건교육사2급,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보험심사평가사2급, 병원코디네이터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17 / 학과홈페이지 http://health.sdu.ac.kr

·특 징 : 치매전문가,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 노인/사회복지관련 필수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완벽 대비, 전담교수진
의 복지현장실습 지원
·진 로 : 노인복지/사회복지/가족복지 등 복지관련 기관 취업 및 설립,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노인복지레크리에이션 2급,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자격인증제), 다문화사회복지전문가,
지역아동센터전문가
·수료증 : 노인복지지도사, 호스피스 지도사, 치매케어 지도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2 / 학과홈페이지 http://senior.sdu.ac.kr

교육학부

아동학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특 징 :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내용 제공, 학습자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 국내외대학 중 유일하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음
·진 로 : 보육교사, 아동미술심리치료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기관 취업 및 창업 등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민간자격증(방과후아동지도사, 아동미술심리치료사,
부모교육전문가, 아동보건관리사, 영리더십지도사, 영재교육지도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62 / 학과홈페이지 http://child.sdu.ac.kr

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화 시대 영어전문가 양성
·특 징 :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를 선도할 진정한 영어전문가, 자격/수료증 코스, 온라인 원어민 영어회화, 다양한
             오프특강 및 Workshop, 탄탄한 콘텐츠로 구성된 교육과정
·진 로 : 영어 교강사, 어학원운영, 관광통역 가이드, 호텔 및 여행사, 영상번역, 기술번역, 취업/이직 등
·자격증 : SDU사이버TESOL, SDU어린이TESOL, SDU어린이영어독서지도사, SDU비즈니스영어, SDU영어번역, 관광통역
               안내사, TOEIC, TOEFL, IELTS, ITT, TCT
·수료증 : 글로벌비즈니스융합과정, 온라인영어교육과IT융합과정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2 / 학과홈페이지 http://english.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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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일본 전문가
·특 징 : 일본어지도전문가 자격증 및 SDU일본비즈니스전문가 자격증 취득, SDU 인텐시브 재패니즈 리더 캠프,
             원어민 온라인 특강
·진 로 : 일본어 교강사, 공공기관/주한일본기업/무역회사 취업, 번역/통역사,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일본유학시험(EJU), 번역능력인정시험(TCT), JPT시험, JLPT일본어 능력시험, 국비유학시험 대비 교육과정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038 / 학과홈페이지 http://global.sdu.ac.kr

차이나는 중국전공
·특 징 : 新HSK 자격증 대비, 중국어 스터디, 온·오프라인 특강, 중국어 번역사 자격증 취득,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전문가
             자격증 취득, 중국 어학연수
·진 로 : 여행사 취업, 관광가이드, 번역/통역사, 무역/해운/호텔,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여행가이드 수료증, 新HSK, 중국어번역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전문가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038 / 학과홈페이지 http://global.sdu.ac.kr

IT공학부

전기전자
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4차산업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곳
·특 징 : 기초부터 응용까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전력 및 에너지 전문가과정, 반도체 및 통신 전문가과정,
전기전자융합 전문가과정으로 나누어진 전공트랙 운영
·진 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통신 및 전력 공사기업, 전기전자 산업체, 벤처기업,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전자기사, 반도체설계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광학기사, 임베디드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0 / 학과홈페이지 http://ee.sdu.ac.kr

IT 전문가들의 모임
·특 징 ; 학과교육 외 온/오프라인 특강을 통한 최신 IT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학과 재학생들 중 87%가 IT분야에 종사
·진 로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컴퓨터/네트워크/정보보호업체, 교육/연구기관 등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개인정보관리사(CPPG), 컴퓨터프로그래밍지도사, 드론전문가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4 / 학과홈페이지 http://it.sdu.ac.kr

4차산업혁명의 중심
·특 징 :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빅데이터·AI 기술로 나누어진 전공트랙 운영
·진 로 : IT 서비스 개발자, PC/모바일앱/게임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국가공인데이터분석전문가, Microsoft 공인 자격증, CompTIA 공인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빅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VMware공인 자격증,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국가공인 SQL 전문가, 빅데이터분석 전문가(ADP), RedHat 공인 자격증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5 / 학과홈페이지 http://software.sdu.ac.kr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기계ㆍ로봇엔지니어 양성
·특 징 : 공학기초와 분석설계 및 공학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수진과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공학 전문가 양성
·진 로 : 기계공학 관련 전분야, 에너지 관련 전분야, 로봇 및 제어 관련 전분야 등
·자격증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산업안전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96 / 학과홈페이지 http://me.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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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학과

21세기형 소방방재 전문인 양성

정보보안전공

최고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모임

23년 신설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플랫폼

드론전공

·특 징 : 화재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기초학문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소방방재 인력을 양성
·진 로 : 소방산업체, 정부기관, 일반직 소방공무원, 전문직 소방공무원 등
·자격증 :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관리자,
화재감식평가사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20 / 학과홈페이지 http://fire.sdu.ac.kr

·특 징 : 학과교육 외 온/오프라인 특강을 통한 최신 IT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진 로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컴퓨터/네트워크/정보보호업체, 교육/연구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보보안 컨설팅 업체, 기업내 보안담당부서, 정보보호전문산업체, 대학원진학 등
·자격증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58 / 학과홈페이지 http://security.sdu.ac.kr

·특 징 : 드론 운용 및 정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학습하며, 드론 활용의 영역을 넓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플랫폼 학과
·진 로 : 드론 개발/정비등의 전문기술직, 각 분야의 드론 운용 영역, 드론 데이터 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영역등 드론과
             관련된 전 분야 진출 가능
·자격증 : 교육 과정에 따른 SDU 총장 명의의 수료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드론)조종자(1종/2종/3종/4종) 및
                조종교육교관과정 등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38 / 학과홈페이지 http:/drone.sdu.ac.kr

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전통을 자랑하는 영상전문학과,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갈 영상전문인재 양성

디자인학과

사이버대학 ‘유일’ 문화예술교육사&디자인학사 동시 취득 가능!

패션학과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유일한 패션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션학과

·특 징 : 전문화된 교육과정, 영상관련 최대네트워크, 다양한 온라인 교수법과 특화 콘텐츠
·진 로 : 웹툰작가, 방송 및 케이블TV 연출/촬영/편집가, 미디어기획/비평 전문가, 저널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미디어콘텐츠/캐릭터 디자이너 등
·자격증 : 디지털영상편집, ACS, 컴퓨터그래픽운영기능사, PR전문가, GTQ,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전문가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29 / 학과홈페이지 http://media.sdu.ac.kr

·특 징 : 디자인실무&이론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반영한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디자인 창업 &
취업 지원 사업/ 디자인 전문가와의 최대 인적 Network 형성 가능
·진 로 : 브랜드디자인, 웹/UX디자인, 3D프린팅디자인, 영상콘텐츠디자인, 웹툰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모바일콘텐츠디자인,  
광고홍보디자인, 디자인기획/경영, 디자인창의교육,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디자인 분야) 국가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
트기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디지털영상편집자격증1,2급, ACA(Adobe국제공인자격증),
GTQ(그래픽기술자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4 / 학과홈페이지 http://sidi.sdu.ac.kr

·특 징 : 사이버대학 최초 온라인 패션전문 교육과정, 교내 패션쏘잉 실습실 운영, 최고의 교수진·최신 트렌드 실무 교과목
·진 로 : 패션디자이너, 패션에디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상품기획자(MD), 패션웹디자이너, 패션브랜드매니저,
패션콘텐츠디렉터, 패션전문강사, 패션쇼핑몰 창업, 공방운영,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패션에디터자격증,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비주얼머천다이징, 샵마스터 3급, 컴퓨터
                패션디자인운용마스터, 패션스타일리스트, 소잉디자이너 1급/ 2급/ 지도사, 2급 문화예술교육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7 / 학과홈페이지 http://fashion.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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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자! 언택트 시대의 뷰티미용전문가 양성
·특 징 : 국내 유일 K-뷰티 특화콘텐츠 제공, 4년제 학위취득과 동시 종합미용면허자격 취득, 국내 최고 실무형,
수만명의 필로워가 지지하는 뷰티파워 블로거 교수진
·진 로 : 뷰티케어분야, 뷰티디자인분야, 글로벌뷰티플래너분야, K-뷰티마케팅분야, 뷰티에듀분야
·자격증 :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장, 이용사, 체형관리사, 맞춤형조제관리사, CIDESCO(국제자격증)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6 / 학과홈페이지 http://bh.sdu.ac.kr

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
학과

문화도 만들고 인재도 만드는 학과,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
·특 징 : 문화예술 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 예술인 실무교육, 문화예술 현장 연계수업, 실무중심 & 문화예술 분야별 최신
             트렌드 교과운영
·진 로 : 문화재단 예술행정, 예술경영, 문화(공연·전시)기획, 문화마케팅,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콘텐츠·스포츠산업,
             문화예술교육, 예술창업, 아트컨설팅, 대학원 진학
·자격증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갤러리스트, 문화예술리더십, 문화예술해설사, 뮤직매니지먼트 전문가과정, 문화마케터,
               엔터테인먼트실무자, 문화예술실무인재양성과정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9 / 학과홈페이지 http://cultureart.sdu.ac.kr

문예창작학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문학의 힘

회화과

국내 온라인 대학 First! Only! 순수미술 회화과예술로 꿈을!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 수업

실용음악학과

온라인 음악교육의 시작과 끝

웹툰웹소설전공

“No.1 창작사관학교”

·특 징 : 우수한 경력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1:1 지도를 함으로써 문학 창작 능력을 함양
·진 로 : 시인, 소설가, 작가, 편집자, 평론가, 강사, 문예교육지도사,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문예교육지도교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097 / 학과홈페이지 http://writing.sdu.ac.kr

·특 징 : 국내 최초 유일한 온라인 미술대학 회화과, 최고의 교수진, 미술 현장 전문가의 실무교육, SDU 회화과만의 특화된 미술교육 커리큘럼
·진 로 : 아티스트, 미디어아티스트, 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 창의미술지도, 미술심리치료, 생태미술교육), 일러스트, 예술정책, 대학원 진학 등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창의미술지도사, 어린이책그림작가, 창의미술심리지도사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198 / 학과홈페이지 http://finearts.sdu.ac.kr

·특 징 : 100% 온라인 강의를 실현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는 강의수강, 2개의 합주실과 6개의 개인연습실로 구성된 학과 전용 실습실
·진 로 : 연주자(클럽연주, 라이브세션, 레코딩세션, 밴드연주), 레코딩(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 학원(음악학원 운영, 실기지도 교사, 개인레슨), 광고·영화음악 제작자, 평론가 등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 의 : 학과 사무실 02-2128-3280,3291 / 학과홈페이지 http://music.sdu.ac.kr

·특 징: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웹툰웹소설 전공 개설, 웹툰 작가와 웹소설 작가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창작실제 중심의 수업,    
현역 작가들이 실전 중심으로 교육, 웹툰과 웹소설을 함께 배워 시너지 효과 창출, 기량 향상 후 유수의 매체에 연재 알선,
경험 많은 교수진의 노하우 전수
·진 로: 웹툰 작가, 웹툰 PD 등 웹툰 분야 진출, 웹소설 작가, 장르문학 작가, 순수문학 작가, 스토리작가, 방송작가, 카피라이터 등
·자격증: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디지털만화전문가, 디지털회화전문가
·문 의: 학과사무실 02-2128-3259 / 학과홈페이지 http://webart.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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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배운다!
프로페셔널 SDU의 선택

입학 안내
지원 절차

전형료, 등록금

모집 일정

국가장학금

모집 단위

학자금대출

전형 평가 방법

Seoul Digital University

17

지원 절차
지원서 작성

전형료 납부

적성검사

· 기본인적사항, 지원전형,
  지원학과, 학력정보 등 입력

· 전형료 : 2만원 (납부 또는 면제)
· 신용카드, 간편결제, 무통장 입금

· 온라인 학습 설문검사
   (30분간 20문항)

합격
발표 확인

서류제출

학업계획서
작성

· 입학지원센터에서 확인
   (나의 지원관리 > 합격확인)
· 합격자 개별 문자 전송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 수강학점 : 12−18학점(18학점 권장)
· 등록금 : 신용카드, 간편결제,
                 무통장입금

· 학력/장학서류 제출
  (온라인/등기우편)

수강신청

· 1학년 신입생 : 전공 + 교양
· 3학년 편입생 : 전공 위주

· 지원동기 및 입학 후
   학업계획 작성
· 50자 이상 작성

학번조회

· 등록 절차 완료 입학생
· 대학홈페이지 로그인(학번, 비번)
· 인증서 등록(네이버, 지문인증 등)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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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2023-1학기 모집일정
일정

절차

1차

2차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2. 12. 1.(목)
~ ’23. 1. 19.(목)

’23. 1. 30.(월)
~ 2. 16.(목)

· 입학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
· 전형료 납부(또는 감면)
· 적성검사 응시(20문항, 30분)
· 학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입학서류는 온라인/우편/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3. 1. 25.(수)

’23. 2. 22.(수)

· 입학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 합격안내 문자 제공

등록금납부

’23. 1. 25.(수) ~ 1. 27.(금)

’23. 2. 22.(수) ~ 2. 24.(금)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23. 2. 2.(목) ~ 2. 9.(목)

’23. 2. 22.(수) ~ 2. 24.(금)

·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12~18학점)
· 기한 내 미수강신청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023-2학기 모집일정
일정

절차

1차

2차

비고
· 입학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
· 전형료 납부(또는 감면)
· 적성검사 응시(20문항, 30분)
· 학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입학서류는 온라인/우편/방문 제출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3. 6. 1.(목) ~ 7. 13.(목)

’23. 7. 24.(월) ~ 8. 17.(목)

합격자 발표

’23. 7. 19.(수)

’23. 8. 23.(수)

등록금납부

’23. 7. 19.(수) ~ 7. 21.(금)

’23. 8. 23.(수) ~ 8. 25.(금)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23. 7. 27.(목) ~ 8. 3.(목)

’23. 8. 23.(수) ~ 8. 25.(금)

·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12~18학점)
· 기한내 미수강신청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1차 모집 마감 시 2차 모집은 미실시

· 입학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 합격안내 문자 제공

Seoul Digit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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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위
2023학년도 모집단위 및 학과
모집단위

학과(전공)
경영학과, 국방융합인재전공,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외식조리전공, 생활스포츠전공<신설>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전공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창의인재
계열

아동학과
영어학과, 국제학과<신설>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전공, 드론전공<신설>
미디어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전공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지원자격
구분
신입학
2학년 편입학
(35 또는 53학점 인정)

자격요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①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자
③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3학년 편입학
(70학점 인정)

①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 취득자
③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④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학사편입학
(70학점 인정)

① 국내외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②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사학위 수여(예정)자
④ 국가평생교육원진흥원 독학사 취득(예정)자

※ 모집 전형과 전형별 장학은 별첨한 ‘2023학년도 입학 장학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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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평가 방법
전형 방법 | 적성검사(70점), 학업계획서(30점)
1) 수능성적, 내신등급 필요 없음
2) 전적대학 학과, 성적 무관

전형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성검사

계획서

기초 학습능력과 온라인 학습 적성 검사
지원동기

학업

평가점수
70점

학과 지원동기, 전공분야 동일경력 유무, 사회경력, 특기, PC활용능력
30점

입학 후 학업계획

입학 후 학업계획,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
총점

가산점

전공 관련 자격증 / 각종 수상 기록 / 특수 재능 보유자  

100점
0~5점

전형 진행 방법
1) 전형료 납부(또는 면제) 후 적성검사 응시 가능
2) (적성검사) 설문 20문항으로 1회(제한시간: 30분) 응시 가능하며, 응시완료 후 재응시 및 수정 불가
3) (학업계획서) 50자 이상으로, 모집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전형 평가 원칙
1) (합격 하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합격 하한선 : 60점)
2) (동점자 처리기준) 적성검사 점수 > 학업계획서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 수 순

Seoul Digit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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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 정원외 모집전형(학사편입학/산업체위탁/군위탁/북한이탈주민/장애인/기회균등전형)
전액감면
대상자

· 본교 학적자(졸업생, 재적생, 제적생, 시간제등록생)  ※ 학번발급자 기준
· 최근 2년 이내 지원자
· 일반전형 군인재육성장학 신청자
· 일반전형 학사편입T장학자

납부 후 전액

·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독립유공자(손·자녀 포함)

환급대상자

· 일반전형 지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환급대상자는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모집마감 후 반환(별도 연락)

입학금 | 2023학년도부터 폐지
수업료 |  학점당 6만3천원
구분

12학점

15학점

장학 감면 전

756,000원

945,000원

장학 감면 후

18학점
1,134,000원

장학 감면율 적용

서울디지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학점당 수업료

입학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6만 3천원
타사이버대학 8만원

입학생 전원
장학금 혜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입학 시 누구나 신청 가능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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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면, 국가장학 신청자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본교 등록금 전액 감면

1인당 8학기까지 신청

상환 의무 없음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타 대학 수혜 학기 포함

학자금 대출과 차이

신청 후 선정자격
구분

신청 후 선정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재학생은 성적기준도 충족)

국가장학Ⅰ유형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고, 소득이 0~8구간으로 산정된 학생(입학생은 소득분위만 심사)
· 대한민국 국적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국가장학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고, 소득이 0~8구간으로 산정된 학생(입학생은 소득분위만 심사)  

(자녀 3명 이상)

※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부모는 제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 감면 금액 (학기 단위)
1) 정규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원

소득구간

    (정규학기 O, 계절수업 X)
2) 전체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0 ~ 8구간

    환산한 금액의 합계
3) 기초생활수급권자(0구간) 및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10,242,160원

본교 등록금 전액

본교 등록금 전액

이하

감면

감면

경곗값

    (1구간)은 수급자격만으로 확인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증빙서류
제출

심사결과
확인

회원가입 및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

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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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원 성적 70/100점(1.88)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금년도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은 성적 기준 없음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STEP

01
STEP

03

학자금대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시간 : 09:00 ~ 24: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동인증서 필요 / e-러닝 교육과정 필수)

수강신청
본교 수강신청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할 것
(본인의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 필수)
※ 대출금액 변경 방지를 위해 수강신청 후

STEP

02
STEP

04

서류제출
대출 신청 후 서류제출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대출실행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평일 10:00 ~
17:00)을 해야 등록금이 계좌로 입금됨.
인터넷뱅킹만 가능

     수강정정 불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한국장학재단에서 일정 확정 시 학교 공지를 통해 안내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TEL : 1599-2000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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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 내일을, 나답게!
서울디지털대학교

대학생활 안내
학사로드맵

등록

수업 및 평가 절차

학적

수강신청

졸업

수업

스마트캠퍼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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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로드맵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학생활 가이드
학년 구분

입학절차

전형 구분

지원서 작성
전형료 납부/면제
적성검사
학업계획서 작성
서류제출
합격확인

일반전형
학사편입학전형
산업체위탁전형
군위탁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수강신청 및 등록

수강포기

수강 학점수 선택
등록금 납부
전공, 교양과목 선택
인증서 등록

수업일수 1/2선
수업료 미반환

수강변경

강의수강

기말시험

개강 후 첫 주
동일학점 내 변경

강의수강(14주)
수업참여(토론)
퀴즈 응시
과제물 제출

온라인 시험
과제, 팀 프로젝트

성적공고

장학

성적공고
성적이의신청
최종성적공고

장학생 공고

계절수업

학적관리

방학

수강신청
수업료 납부
계절수업
성적공고

학년 진급
전과 (전공 변경)
복수전공, 부전공
휴학, 복학

학점포기, 수강신청
폐강공고
수강신청 정정
등록금 납부

학위수여

졸업유예

신입학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정시/조기졸업 요건 충족자                                  

졸업연기 대상자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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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평가 절차
수강 신청

폐강 공고

수강 정정

• 수강신청범위 : 12~18학점

• 수강신청 정정

• 신청기준학점 : 18학점

• 수강변경(1주차 기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 최대 24학점

수강 포기

수업
(강의수강)

등록

• 수업일수 ½선 전

• 15주 수업(기말시험 포함)

• 등록금 납부 :

수업료 반환 없음

• 기간내 강의수강(약 15일)

     학점당 6만3천원

• 기간내 퀴즈응시(약 15일)
• 수업참여도(게시판활용, 토론 등)  
• 과제물 제출

기말시험

성적평가

• 온라인 시험 등

• 상대평가

    (문제은행형, 논술형)

• 출석, 평소, 퀴즈, 과제, 시험 등

학점포기

A+이하의 교과 학점 포기 가능

Seoul Digit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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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 수업계획서, 수업소개, 수업보기(1주) 등을 참고하여 매 학기 이수할 과목을 신청
• 신청시기 : 1학기는 7월 말, 2학기는 1월 말

수강신청 학점
학기구분

- 신·편입생의 첫 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12~18학점까지이며,

직전학기 성적

수강신청 범위

3.0 미만

12~18학점

3.0 ~ 4.5

12~24학점

계절수업

-

최대 6학점

졸업예정학기

-

12학점 미만으로도 가능

정규학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절수업은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
- 직전(直前) 정규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경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절수업은 수강 불가
- 졸업예정학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이 가능

계절수업
• 계절수업은 여름/겨울방학 중에 한 달 간 진행되며, 교양과목 위주로 개설
• 계절수업 수강 희망자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기간에 신청 및 등록

학습 여건별 수강유형
1학기
14주 수업
+ 기말시험

구분

2학기
14주 수업
+ 기말시험

여름계절수업
1달 + 계절시험

1년 기준

겨울계절수업
1달 + 계절시험

비고

1학기

여름계절수업 (1달 소요)

2학기

겨울계절수업

계

정시졸업 고려

6과목(18학점)

방학

6과목(18학점)

방학

12과목(36학점)

정규학기에만 수강
방학은 휴식

조기졸업 희망

6과목(18학점)

2과목(6학점)

6과목(18학점)

2과목(6학점)

16과목(48학점)

방학 2개월 중
1개월은 계절수업 수강

학습부담 완화

4과목(12학점)

2과목(6학점)

4과목(12학점)

2과목(6학점)

12과목(36학점)

정규학기는 전공 위주
계절수업은 교양 위주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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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강변경
• 개강 첫 주에 과목을 수강해 보고, 수강변경기간 동안 동일학점 내에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수강신청학점 변경은 안 되고, 수업료 반환이나 이월은 없음
• 수강변경기간 이후로는 더 이상 과목 변경의 기회가 없으며, 수강포기와 학점포기만 가능

수강포기
• 학기 중에 수강이 곤란하거나 성적에서 제외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포기 기간 동안 포기 가능  
    ※ 수강포기는 '수강신청 정정, 수강변경, 학점포기'와 구별됨

• 신청시기 : 수업일수 1/2선으로, 학사일정 참조
• 수강포기 유의사항
     - 수강포기한 과목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
     - 수강포기 학점 수 제한 : 수강포기를 하더라도 12학점 이상 수강 필수
        단, 졸업예정학기에는 12학점 미만으로도 수강포기를 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에 유의해야함  예) 15학점을 수강 중인 학생은 3학점까지만 수강포기를 할 수 있음.
     - 수강포기를 해서 수강학점이 15학점 미만이 된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수강포기한 과목은 수업료 반환이나 이월이 안됨

학점포기
• 학생이 자율적으로 성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A+ 이하의 성적을 포기 가능
• 신청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전으로 학사일정 참조
• 학점포기 유의사항 - 학점포기한 과목은 성적에 표시하지 않음
     -  'F'는 학점포기 기간 동안 자동으로 포기됨
     -  학점포기한 과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재수강 할 수 있음     ※ 학점포기는 '재수강제도'와 구별
     -  지금까지 취득한 전체 성적에서 학점포기를 할 수 있고, 졸업예정자도 졸업 전에 학점포기를 할 수 있음
     -  학점포기한 과목은 수업료 반환이나 이월이 안됨

수강유예
• 수강유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기간에 해당하는 수강일정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강유예 가능 사유 :  출장, 질병, 본인 결혼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 수강유예 가능 평가 항목 : 출석, 퀴즈만 가능 (과제와 토론은 불가)
• 수강유예 주차 : 최대 4주차
• 수강유예 인정 기간:  신청 주차수의 2배 연장
       예) 1주차 신청 → 2주차 마감까지 연장 / 3, 4주차 신청 → 6주차 마감까지 인정      ※ 인정 기간 후의 출석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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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
•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A등급 이상의 비율은 과목별 수강인원의 40%를 초과 불가
•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평생교육사 입학생 신청 불가)과목이나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실습 및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
[ 상대평가 등급기준표 ]

등급

평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0

성적등급 비율
40% 이내
80% 이내 (A등급 포함)

100% (A,B등급 포함)

편입학 인정학점
2학년 편입학
편입학 구분

전적대학
인정학점

본교에서
이수할 학점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53학점 미만 이수

3학기 이상 수료하고,
53학점 이상 이수

3학년 편입학

교양 : 9학점

교양 : 15학점

교양 : 18학점

자선 : 26학점

자선 : 38학점

자선 : 52학점

합계 : 35학점

합계 : 53학점

합계 : 70학점

교양 : 9학점

교양 : 3학점

전공 : 42학점 포함

전공 : 42학점 포함

105학점 이상 이수

87학점 이상 이수

전공 : 42학점 포함
70학점 이상 이수

- 편입학생 학점인정은 학점심사방식이 아니라 편입학 학년에 따라 계열에 상관없이 '교양'과 '자선'으로만 일괄 인정
- 2학년 편입학생 중 35학점 인정자는 입학 후 교양 9학점과 전공 42학점을 포함하여 총 105학점 이상 이수 필요
- 2학년 편입학생 중 53학점 인정자는 입학 후 교양 3학점과 전공 42학점을 포함하여 총 87학점 이상 이수 필요
- 3학년 편입학생은 입학 후 전공 42학점을 포함하여 총 70학점 이상 이수 필요
- 편입학 인정학점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전체성적조회]메뉴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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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업료 납부
• 등록시기 : 학사일정에 안내하며, 매 학기 수강신청 이후

수강신청 학점

과목 수

수업료

12학점

4과목

75만6천원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전자결제, 가상계좌 입금

15학점

5과목

94만5천원

• 수업료 : 1학점 당 6만3천원 (한 과목은 3학점)

18학점

6과목

113만4천원

• 입학금 : 2023학년도부터 폐지

21학점

7과목

132만3천원

수업료 미납부
등록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해 제적(除籍)될 수 있음

수업료 환불
수업료 환불사유
-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불
- 입학생이 학기개시일까지 입학포기를 신청한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환불
- 재학생 또는 등록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입학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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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학년구분
- 등록학기와 취득학점에 따라 학년을 구분
   예) 6학기를 등록하고, 10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4학년

학년구분

등록학기

취득학점

1학년

-

35학점 미만

2학년

2학기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

3학년

4학기

70학점 이상 105학점 미만

4학년

6학기

105학점 이상

※ 학년진급 : 등록학기와 취득학점에 따라 방학 중에 학년진급이 이루어짐

휴학
휴학종류
-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휴학 불가(단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일반휴학 :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휴학절차
- 재학생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학사행정>학적관리)

일반휴학 신청 기간
구분

휴학반환금

기간

개강 전 휴학 기간
(미등록 또는 등록휴학)

등록 휴학시 전액 반환
(국가장학 취소)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학기개시일(개강일)까지

개강 후 휴학 기간
(등록 휴학만 가능)

차감 반환

휴학 불가 기간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개강일) 다음 날부터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까지

일반휴학 기간

입학구분

총 일반휴학 기간

신입학

4년

- 일반휴학 연장 : 휴학연장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 불가

2학년 편입학

3년

- 총 일반휴학 기간 : 입학구분별 수업연한을 초과 불가

3학년 편입학

2년

재입학

재입학 직전 입학구분을 기준으로
잔여 휴학기간만큼 휴학

- 일반휴학 기간 : 한 학기 또는 1년

  (군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복학
복학절차
- 재학생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학사행정>학적관리)
-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신청이나 연장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됨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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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 학과를 변경하는 것.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35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의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함.
   (2, 3학년 편입학생 포함)

신청시기  
- 연 2회(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 전과는 입학 당시 모집했던 동일학년의 학과만 가능함
- 승인 후에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전과로 인한 성적장학 지급 제한 : 장학규정에 따라, 전과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에게 성적장학금을 지급함

이수구분 변경
- 전과 전 전공으로 수강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경우 이수구분이 전공→자선으로 변경됨
- 전과 전 자선으로 수강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이수구분이 자선→전공으로 변경됨
- 교양은 이수구분 변경이 없음

전과절차
홈페이지에서
전과 신청

내부결재

전과 승인

홈페이지에서
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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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부)전공
- 복수전공 : 전공 외에 제 2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여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고,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부전공 : 전공 외에 비학위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여 주전공과 부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제도

신청자격
- 7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2, 3학년 편입학생 포함)

신청시기
- 연 2회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 모든 학과에 대해 복수(부)전공 신청이 가능(졸업신청자는 복수(부)전공 신청불가)
- 복수(부)전공 최저 이수학점
구분

최저이수학점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

복수전공시 최저 36학점(중복학점 불인정)

부전공 최저이수학점

부전공시 최저 21학점(중복학점 불인정)

- 복수(부)전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최대 3개까지 이수가능
- 이수구분 변경 : 복수(부)전공을 하기 전에 자선으로 이수한 과목이 복수(부)전공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 이수구분이 자선 -> 복전(부전)으로 변경됨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
- 복수전공 학생은 학위가 수여되어 학위증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병기(倂記)하지만
   부전공은 학위가 수여되지 않고, 학위증과 증명서에 부전공명을 표시함.
- 신청 후에 수정할 수 없지만, 복수(부)전공 포기신청기간에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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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조기졸업
-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사정을 거쳐 1년 또는 한 학기 앞당겨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조기졸업 요건
• 신입생은 최대 1년까지 앞당겨 조기졸업이 가능
• 편입생은 한 학기 앞당겨 조기졸업이 가능
- 신입생은 6~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2학년 편입생은 본교에서 5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3학년 편입생은 본교에서 3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마지막 학기에 졸업신청을 한 학생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 조기졸업 성적요건(1.50 이상)을 갖춘 학생

학사학위 수여
- 졸업사정을 통과한 조기졸업대상자에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함.

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요건 충족

졸업신청

졸업사정

학사학위 수여

정시졸업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할 수 있음.

정시졸업 요건
- 신입생은 4년(8학기)을 등록,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2학년 편입생은 본교에서 3년(6학기)을 등록,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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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졸업
정시졸업 요건
- 3학년 편입생은 본교에서 2년(4학기)을 등록,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마지막 학기에 졸업신청을 한 학생 -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
- 정시졸업 성적요건(1.50 이상)을 갖춘 학생

학사학위 수여
-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함.

졸업절차
8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졸업신청
졸업사정

학사학위 수여

졸업신청 / 졸업연기
졸업신청 : 졸업요건을 갖춘 재학생이 졸업사정을 통과하기 위해 졸업신청을 하는 제도
졸업연기 : 졸업요건을 갖춘 재학생이 성적관리,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신청시기 : 학사일정 참조 (1학기: 3월 초순, 2학기: 9월 초순)
신청회수 : 1회에 한함
유의사항
- 졸업요건을 갖춘 재학생은 졸업신청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졸업신청을 하여야 졸업대상자로 관리가 되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도 가능함.
- 졸업예정학기 수강학점 포함 졸업학점이 6학점 이내로 부족한 경우, 계절수업에 부족학점을 수강해야 함.
  (단, 계절수업은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규학기 학점과 합하여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교양과목 위주로만 개설됨)
- 졸업연기신청자의 학점은 ‘재학’이므로 다음학기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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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캠퍼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강의수강에서 출석까지~
사이버대학을 스마트하게~ 내가 있는 곳이 서울디지털대학!!
집, 회사, 버스, 지하철, 해외 등 언제, 어디서나 바로 강의수강 및 출석 인정

교육부 선정 스마트러닝 구축 및 운용 선도대학
사이버대학 최초 강의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와이파이로 미리 강의를 내려 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해 강의 수강

SDU 스마트캠퍼스 주요 특징
모바일강의 전 교과목 지원 및 출석 인정, 강의영상 및 강의노트(PDF) 다운로드,
PC-모바일 이어보기, 강의배속(0.8~2.0), 목차, 북마크 등 다양한 학습보조기능 지원

내강의실

다운로드함

강의영상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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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자주하는 질문

Q.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대학교인가요?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001년 개교한 고등교육법상의 4년제 정규
온라인대학교로서 34개 학과(전공)의 졸업생에게는 총장명의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국내ㆍ외 유명대학원 진학, 취업,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오프라인대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은 수업과 시험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대학에
출석해야 하는 오프라인대학교 및 방송통신대와 차별화됩니다. 또
한 20년 이상의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갖춰 온택트 시대에 차별화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Q. 서울디지털대학교에는 어떤 학생이 다니고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는 공무원, 직장인, 주부, 군인 등 20~40대 학생이
많으며, 재외동포들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다니다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졸 취업자들의
입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등록금은 학점당 63,000원으로 18학점 기준 1,134,000원입니다. 여기에
입학생은 다양한 장학혜택을 받아 감면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
록금은 수강신청 후 신용카드 온라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pay)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따
라 무이자할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리 대학에 지원한 신편생 및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이 가능
하며,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Ⅱ유형 뿐 아니라 다자녀 국가장
학금 지원 대상 대학입니다.

Q. 신ㆍ편입학생과 시간제등록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ㆍ편입학생은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입학하여 총장
명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시간제등록생은 정규 학생이 아닌
학기별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과 시험은 100% 스마트폰과 PC로 진행되며, 1학기와 2학기로 구분
됩니다. 특히 930여 개의 모든 교과목을 100%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강의는 4년간 반복 수강도 가능합니다. 시험은 중간시험이
없이 기말시험을 온라인(PC)으로 치르며, 시험유형은 문제은행형과 논술
형으로 출제됩니다.

Q. 성적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적은 과목별로 강의수강, 학업태도, 과제물, 퀴즈, 기말시험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 의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선택엔 多
이유가 있다!

Q.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우리 대학은 4만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졸
업생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유명대학원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
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국내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www.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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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학 장학 안내
2023학년도 모든 신·편입생에게 장학 제공!
사이버대학 최저수준 등록금에서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까지!!
입학생 전원 장학혜택

기본 1년간 수업료 30% 감면
(수업료 80만원 미만, 18학점 기준)

1. 입학 장학 종류
구분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승인 시

최대 50% 등록금 감면

(소득구간 8분위까지 전액 장학처리)

입학장학과 중복수혜

*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

전형종류

장학명

내용

新인재/배움인 장학
세계인장학(신설)  

입학 후 1년(연속 2개 학기)간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제휴고교
제휴대학

제휴장학

제휴지자체

매학기 수업료 30~50% 감면
(협약에 따름)

제휴기관

정
원
내

일반전형

군·경·소방·협약공무원가족장학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장애인·북한이탈주민가족장학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모교사랑장학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동문가족장학

본교 졸업동문의
2촌 이내 직계가족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수업연한에 한함)

軍인재육성장학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장학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타 대학 수혜학기 차감

재외국민
외국인

글로벌
장학

귀화허가자

매학기 수업료 30% 감면
* 다문화가족에 결혼이민자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
보훈장학

정
원
외

본인

매학기 수업료 전액

자녀

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 신입학 기준 8학기까지, 타 대학 수혜학기 차감

학사편입학전형

학사편입장학

산업체위탁전형

산업체위탁장학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군위탁전형

군위탁장학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
주민장학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비 미지원대상

장애인전형

장애인장학

기회균등전형

복지장학

입학 후 1년(연속 2개 학기)간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 최초 입학일부터 6년 이내 8학기까지, 기 수혜학기 차감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입학 후 매학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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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 장학 서류
구분

전형종류

장학명

자격증빙 및 장학서류

新인재/배움인 장학

세계인장학(신설)  

제휴장학

제휴고교

제휴장학추천서(출신 고교)
제휴장학추천서(출신 대학)

제휴지자체

제휴장학추천서(기관, 협회)
1. 재직(복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복무)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북한이탈주민가족장학

1.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모교사랑장학

일반전형

동문가족장학

본교 졸업생은 지원서 학력란에 본교 졸업 체크 시 제출 면제

본교 졸업동문의
2촌 이내 직계가족

재외국민
외국인

글로벌
장학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해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세금납부
사실증명서 중 택1
해당국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1

귀화허가자

귀화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택 1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보훈장학
학사편입학전형

학사편입장학

산업체위탁전형

산업체위탁장학

군위탁전형

군위탁장학

북한이탈
주민장학

1. 장학신청서(본교 서식자료실)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軍인재육성장학

북한이탈주민
전형

주민등록등본

군·경·소방·협약공무원가족장학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장학

정
원
외

IELTS 7.0점 이상 / TOEFL 600점 이상 (CBT 250, IBT 100) /
TEPS 800점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新HSK 5급 195 이상 /
JPT 88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성적표 중 택1
(20. 12. 1. 이후 발급) * 효력기간은 모집 학기마다 재설정

제휴대학
제휴기관

정
원
내

학력서류로 갈음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학력서류로 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부 군위탁 취학추천 공문(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접수)

교육비 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3.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비 미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인정증명서

장애인전형

장애인장학

기회균등전형

복지장학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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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프로페셔널 SDU던트의 선택!

대학본부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화곡동1107-2)
부천캠퍼스 1453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91(중동 1033-1)

카톡상담

☏ (국번없이) 1644-0982   Homepage go.sdu.ac.kr   E-mail go@sd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