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 교육과정
대학소개
◩ 국제대학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전공 수업이 100%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대학원과
함께 자리한 국제학관에는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어서 자연히 국제화된 교육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둘째, 국
제학 전공은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결합된 융합학문이다. 학생들은 융합학문인 국제학을 단일 전공으로 졸
업할 수 있고, 위의 세 분야와 동아시아지역학을 합쳐 총 4개의 전공심화분야를 전공트랙으로 졸업할 수도 있다. 셋째, 국제
대학에는 매우 다양한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자치활동 지원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KICS 장학프로그램으로
UC-Berkeley, Washington Center 등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고, 국제대학만의 해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모의UN, 모의G20 등 모의국제회의를 개최하는 KIMUN 사무국, 국제대학 자체 봉사단인 Volunteer KIC,
진로 및 취업관련 활동을 돕는 JIVs(Jobs, Interns & Ventures), 학생영문저널 발간을 맡고 있는 KIC the Globe 등이 있어서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대학과 국제대학원 간의 학․석사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사와
석사(국제관계학, 국제통상협력학, 국제경영학, 국제개발협력학) 학위를 5년 만에 획득할 수도 있다. 국제대학은 진정으로 세
계 초일류 단과대학의 비전을 추진해 가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리드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꿈과 도전이 준비되고 커가는
곳이 바로 국제대학이다.

1. 교육목적
국제대학은 경희대학교의 창학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 지역(동아시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훌륭한 영어 구사 능력 및 국제화 체험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춘 세계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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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과 교육과정
학과소개
◩ Introducing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is a relatively new field of study pursuing to bring up internationally active leaders who are
needed in today's globalized world. The conspicuous future of International Studies lies in the fact that it is an
inter-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study which combines and transcends its main constituting disciplin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s, global business, and international area studies. The Department
provides a truly integrated program of international studies. It also provides those who want to pursue an
intensive major in one of those constituting disciplines with an option to choose one of four major tracks for
their graduation. All the major courses in the Department are taught only in English. The Department is proud
of very diverse programs for students, including scholarships for study abroad, internships, career developments,
and volunteer activities. Also students can take advantage of an integrated degree program co-sponsored by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to obtain both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five years.
국제학은 세계화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유능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국제학은 기존의 학문분과를
뛰어넘는 진정으로 초학제적이고 통섭적인 학문이다. 국제학을 구성하는 주요 학문분야는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
스, 국제지역학이다. 경희대 국제학과는 이러한 학문분야들을 통섭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학문분야를 심화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각 학문분야별 전공트랙과정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제학과의 모든 전공과
목들은 영어전용 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학과에는 학생들의 국제화 및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사와 석사를 5년 만에 취득할 수도 있다.

1. 교육목적
The founding spirit of the Kyung Hee University is to build a "civilized world."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ims to bring up global elites who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is spirit.
국제학과는 경희대학교의 창학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The mis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s to educate and train the students to become international and global specialists
who wi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ith a global perspective and necessary skills in order to pursue
careers in such fields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lobal corporations, mass media, NGOs, and the public sector.
To achieve this goal, the Department provides a truly inter-and trans-disciplinary curriculum involv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s, global business, and East Asian area studies.
본 전공의 목표는 국제적인 시각과 지식을 갖추고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언론, NGO, 정부 등에서 일할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전문
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 동아시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합한 초학제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학과별 교과목 수
학과
학과명

편성 교과목
전공기초 (A)

전공선택 (C)

전공필수+전공선택
(B+C)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4

12

6

18

74

222

80

240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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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심화트랙
① 목적
국제학 전공자에게 융합학문인 국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전공심화트랙에 대한 심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4개의 전공심화
트랙(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학, 국제경제, 글로벌비즈니스)을 설치한다.
② 개요
국제학 전공의 졸업이수요건에 더하여 4개의 전공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트랙의 전공 선택 18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
전공심화트랙으로 졸업할 수 있다. 국제학을 전공심화트랙 없이 이수하거나 전공심화트랙을 통하여 심화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5. 학과 졸업 요건
1) 교육과정 기본 구조표
단일전공과정

학부/학과/전공/트랙명(프로그램명)

학과명

트랙명

졸업
학점

국제학

전공 전공 전공
기초 필수 선택

계

다전공과정
타
전공학점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인정
기초 필수 선택
학점

계

부전공과정
타
전공
전공 전공
인정
계
필수 선택
학점

12

18

27

57

6

12

18

18

48

3

12

18

45

75

6

12

18

36

66

3

12

18

45

75

6

12

18

36

66

3

국제경제

12

18

45

75

6

12

18

36

66

3

글로벌비즈니스

12

18

45

75

6

12

18

36

66

3

국제관계
국제학과

전공학점

동아시아지역학

120

12

9

21

-

※ 전공심화트랙(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학, 국제경제, 글로벌비즈니스)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과의 단일 또는 다전공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을 이수하고,
각 전공심화트랙의 전공선택 학점을 추가로 18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2) 졸업논문 : 졸업시험으로 대체
3) 졸업능력인증제
해당언어

시험종류

자격인정점수

TOEIC

상위 Reading 25% 이상 또는 Listening 25% 이상

TOEFL

IBT 85점 이상, CBT 220점 이상

TEPS

상위 25% 이상

IELTS

6.0 이상

영어
OPI/OPIc
TOEIC Speaking

비고

*국제화(영어) 전형
입학생은
면제신청서 제출

Intermediate Mid 이상
Level 6 이상

4) 취업스쿨 및 창업강좌 1학점 이상 이수 권장

6. 기타 졸업에 필요한 사항
1) 전학년 평균평점 1.7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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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교육목적) ① 국제학과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및 동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국제학과는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및 동아시아지역학의 전공심화트랙을 설치․운영한
다. 국제관계트랙은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정치경제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국제경제트랙은 국제무역, 국제금융, 경
제학 일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글로벌 비즈니스트랙은 국제경영, 글로벌 기업, 경영학 일반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
고, 동아시아 지역학트랙은 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와 경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협력에 관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제2조(일반원칙) ① 국제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심화트랙 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모든 교과목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단, 전공과목의 수강에 앞서 전공기초과목을 먼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전공 이수체계도 [별표4]에 따라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④ 본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학자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전체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경과조치를 따른다.

제2장

교양과정

제3조(교양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과 소속 학생으로서 국제학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하는 자는 전공탐색세미나(1학점) 및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 중
7영역(논리, 분석, 수량 세계)에서 소프트웨어적 사유(Computer Thinking) 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수교과
중 프로그래밍(Programing) 교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단, 순수외국인 신·편입생 및 복수학위과정 편입생은 제외)

제3장

전공과정

제4조(전공 및 트랙과목 이수) ① 국제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과목 편성표와 같다.
② 국제학전공을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
야 하며 [별표4]의 전공 이수체계도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③ 국제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심화트랙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이수)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100%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학과와 관련 있는 강좌),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에서 국제학과 전공선택으로 지정된 강좌, 국제학과와 학문적 유사성이 있는 타전공 교과목
(100% 영어) 중 수강 전 국제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등에 한해 총 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제6조(기타 과목 이수) ①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획득한 학점의 인정과 국내외의 인턴(연수)에 따른 학점부여는 원칙적으로 본교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제학과가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각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본교생이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국제학과 전공인정학점은 1학기 파견 시 최대 6학점, 1년 파견 시 최대
12학점이며,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국내외 현장연수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공학점은 장기현장연수활동의 경우 최대 6학점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 학
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단기현장연수활동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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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수 과목 이수) 전공과목의 선수과목 지정은 [별표2]와 같으며, 선·후수과목의 체계를 준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선·후수과
목의 체계는 수강신청 시 자동 적용된다.

제4장

졸업이수요건

제8조(졸업이수학점) 국제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20학점이다.
제9조(전공 및 트랙이수학점) ① 단일전공과정 : 국제학전공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
하여 전공학점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과정 : 국제학전공 학생으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 학생으로서 국제학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하여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또는 타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3학점까지 국제학과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같은 교과목을 타전공과
중복해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공심화트랙과정 : 국제학과에서 개설한 국제관계, 국제경제, 글로벌비즈니스, 동아시아지역학의 4개의 전공심화트랙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공심화트랙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학과의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과정으로 졸업하기 위해 필
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해당 트랙의 전공선택 18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전공이수학점) ① 국제학전공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1학점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또는 타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이수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제11조(편입생 전공이수학점) ①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생도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단일전공, 다전공, 전공심화트랙으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복수학위과정 전공이수학점) ① 국제학전공 학생으로서 국내외의 타대학교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외의 타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경희대학교 국제학전공을 복수학위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경희대학교 교양교육과정 및
국제학과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이 국제학과의 전공심화트랙을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전공선택 이수학점은 9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5학점이 아니라 27학점이다. 다만 이 경우 국제학과에서 개설하는 해당 전공트랙의 전공선택 교
과목으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타전공이나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
③ 위의 ①항과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복수학위과정 학생이 국제학과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국내외 타 대학교
에서 요구하는 복수학위 졸업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단, 외국인이 국제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편입한 경우에는 국제학과의
졸업능력인증제 및 취업강좌는 면제된다.
④ 본 사행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국제학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국제학전공)을 수강신청하고 국제학과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은 매학기 2회 실시한다.
④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졸업능력인증) 졸업능력인증제 이수요건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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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취업스쿨) 취업스쿨 및 창업강좌 1학점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

제5장 기 타
제16조(국제대학-국제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① 국제학과 학생으로 3학년 1학기(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 81학점 이상을 이
수하였으며 총 평점평균이 3.0/4.3 이상인 경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이하 대학원)에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을 통한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 신청 시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까지 국제학과의 모든 졸업이수요건을 충족시키고 대학원 입학 절차를 마친 경우 조기졸업요건
과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다. 단, 연계과정을 통하여 조기에 졸업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학 학사 졸업
을 유예한다.
④ 학부재학 중 대학원 과정 이수과목의 학점인정 등 대학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학원(국제학과) 및 국제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⑤ 제5조(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이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이 된 학생은 재학 중 대
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12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중도 포기하거나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
계과정 이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학원 입학자격이 취소되며, 학부졸업요건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4x4 인증 프로그램) 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4(역량) x 4(유형)인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② 국제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시된 4개의 유형 중 최대 2개의 유형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이수 요건을 충족 시, “경희대학교 글로벌 인재 인증
서”(Certificate)를 수여한다.
④ 4x4 인증프로그램 구조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교육
직업

내용 및 관련
취업 분야

1역량
인문학적 소양

2역량
창의적 융합적 사고

3역량
현장형 실무 능력

4역량
사회적 책임성

1유형
글로벌
시민사회

공공복지와
민간사회복지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

기초교과
중핵교과
배분교과

정치이론세미나
민주주의와 복지정책
현대정치와 공공복지 등
+
문제해결형교과 1과목

민간단체 Internship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전공연수 등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활동

2유형
글로벌
격차해소

국제기구
외교부(국립외교원)
국제NGO
국제교류재단 등

기초교과
중핵교과
배분교과

인도적 개입과 인간안보
민족정치와 내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
+
문제해결형교과 1과목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국내외 NGO
Internship Program 등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활동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3유형
글로벌
협력

국제개발협력
국제경제 분야
국내외 퍼블릭
섹터 등

기초교과
중핵교과
배분교과

3유형으로 분류된 전공선택
교과 3과목 이수 (리스트 참조)
+
문제해결형 교과 1과목

Washington
Internship Program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해외 ODA 인턴십 등

지구사회 봉사단
KOICA주관
봉사활동
해외 ODA관련
봉사활동

4유형
글로벌
비즈니스

국내외
글로벌 기업체
공기업
창업 등

기초교과
중핵교과
배분교과

4유형으로 분류된 전공선택교과
3과목 이수 (리스트 참조)
+
문제해결형교과 1과목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기업 공모전
개도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등

지구사회 봉사단
글로벌 기업의
현지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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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영예졸업)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의 영예와 명성에 기여한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2017년 2월 졸업예정
자부터 부여한다.
② Honors Classes의 과목 이수는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이수한 과목부터 인정한다.
③ 영예졸업관련 세부 시행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시행일자

내용
-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

영예졸업 구분
및 조건

- 최우수 영예졸업 : 누적 GPA 4.1 이상,
Honors classes 중 3과목 이상 이수,
Honors Thesis 제출
- 우수 영예졸업 : 누적 GPA 3.9 이상
- 영예졸업 : 누적 GPA 3.7 이상

Honors Class

-

Honors Thesis

- 4년 1학기(7학기)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논문작성

KIC Honor Society
수상자 특전

IR :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 II (H)
EAS :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I, II (H)
IE : Topics in Macroeconomics (H), Topics in Microeconomics (H)
GB : Topics in Global Business I, II (H)

- 2014년 2학기부터 대상 학생들에게 자격 부여
- 학장명의 영예졸업 인증서 발급
- 최우수 영예졸업자는 성명을 건물 출입구에 (준)영구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5학년도 이전 입학한 국제학과 학생의 경우 입학당시 교육과정이나 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단,
2005학번의 경우 전공기초(전공교양)는 9학점만 이수하여도 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5조(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이수), 제6조(기타 과목 이수) ②항과 ③항, 제9조(전공 및 트랙이수학점) ②항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2. 제13조(졸업논문)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대로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라도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1부
[별표2] 선수과목 지정표 1부
[별표3] 국제학과 트랙별 전공교과목 1부
[별표4] 국제학과 전공 이수체계도 1부
[별표5] 4x4 인증 프로그램 과목 리스트 1부
[별표6] 교과목 해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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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시간

개설학기
이수
이론 실기 실습 설계 학년 1학기 2학기

연번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수
번호

학
점

1

전공
기초

Introduction to Economics I

IS1001

3

3

1

○

○

2

전공
기초

Introduction to Economics Ⅱ

IS1002

3

3

1

○

○

3

전공
기초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IS1003

3

3

1

○

○

4

전공
기초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IS1004

3

3

1

○

○

5

전공
필수

Comparative Area Studies

IS2001

3

3

2

○

○

6

전공
필수

International Business

IS2002

3

3

2

○

○

7

전공
필수

International Finance

IS3001

3

3

2

○

○

8

전공
필수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S2003

3

3

2

○

○

9

전공
필수

International Security

IS2004

3

3

3

○

○

10

전공
필수

International Trade

IS3002

3

3

2

○

○

11

전공
선택

Advertising

IS3301

3

3

3-4

○

○

12

전공
선택

American Foreign Policy

IS4401

3

3

3-4

13

전공
선택

American Politics and Economy

IS3401

3

3

3-4

○

14

전공
선택

Business Creativity

IS3514

3

3

3

○

○

15

전공
선택

Business Finance

IS2301

3

3

2

○

○

16

전공
선택

Business Principles and Practices

IS3509

3

3

3-4

○

17

전공
선택

Business Seminar

IS3508

3

3

3-4

18

전공
선택

Capstone Design for International
Studies

IS3513

3

3

3-4

○

19

전공
선택

Chinese Foreign Policy

IS4402

3

3

3-4

○

20

전공
선택

Chinese Politics and Economy

IS3402

3

3

3-4

○

21

전공
선택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IS3411

3

3

3-4

○

22

전공
선택

Consumer Behavior

IS3302

3

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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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
전
공

P/F
평가

비
고

연번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수
번호

학
점

시간

개설학기
이수
이론 실기 실습 설계 학년 1학기 2학기

23

전공 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IS3102
선택
Relations

3

3

3-4

24

전공
선택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S3103

3

3

3-4

○

25

전공
선택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IS2502

3

3

2

○

26

전공
선택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IS3403

3

3

3-4

○

27

전공
선택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S2402

3

3

2

○

28

전공
선택

Econometrics

IS4201

3

3

3-4

○

29

전공
선택

Economic Development

IS4202

3

3

3-4

30

전공
선택

Entrepreneurship

IS4301

3

3

3-4

31

전공
선택

Financial Accounting

IS3510

3

3

3-4

32

전공
선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IS3511

3

3

3-4

○

33

전공
선택

Global Business Strategy

IS3303

3

3

3-4

○

34

전공
선택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IS2503

3

3

2

○

35

전공
선택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Ⅱ

IS2504

3

3

2

36

전공
선택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IS4101

3

3

3-4

○

37

전공
선택

Global Marketing

IS3304

3

3

3-4

○

38

전공
선택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2101

3

3

2

○

39

전공
선택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IS3305

3

3

3-4

○

40

전공
선택

Human Rights in East Asia

IS4403

3

3

3-4

41

전공
선택

Industrial Organization

IS4205

3

3

3-4

42

전공
선택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IS4102

3

3

3-4

43

전공
선택

International Economic Laws and
Institutions

IS4103

3

3

3-4

44

전공
선택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IS3306

3

3

3-4

45

전공
선택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IS4104

3

3

3-4

○

46

전공
선택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IS4206

3

3

3-4

○

부
전
공

P/F
평가

비
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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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개설학기
이수
이론 실기 실습 설계 학년 1학기 2학기

연번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수
번호

학
점

47

전공
선택

International Negotiations

IS3105

3

3

3-4

48

전공
선택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2102

3

3

2

○

49

전공
선택

International Terrorism

IS3106

3

3

3-4

○

50

전공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Research IS2501
선택

3

3

2

○

51

전공
선택

Investment Analysis

IS3307

3

3

3-4

○

52

전공
선택

Japanese Politics and Economy

IS3404

3

3

3-4

○

53

전공
선택

Korean Economy and Development

IS3512

3

3

3-4

○

54

전공
선택

Korean Foreign Policy

IS4404

3

3

3-4

○

55

전공
선택

Korean Politics

IS2403

3

3

2

○

56

전공
선택

Law & Global Governance

IS3107

3

3

3-4

○

57

전공
선택

Macroeconomics

IS2202

3

3

2

○

58

전공
선택

Major Issues in Global Affairs

IS2103

3

3

2

○

59

전공
선택

Mathema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

IS2203

3

3

1

○

60

전공
선택

Microeconomics

IS2201

3

3

2

○

61

전공
선택

Modern History of East Asia

IS2404

3

3

2

62

전공
선택

NGOs and Global Governance

IS3108

3

3

3-4

○

63

전공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S3406
선택

3

3

3-4

○

64

전공
선택

Organizational Behavior

IS2302

3

3

2

65

전공
선택

Principles of Accounting

IS2303

3

3

2

○

○

66

전공
선택

Principles of Marketing

IS2304

3

3

2

○

○

67

전공
선택

Problem Solving Course Ⅰ

IS3506

3

3

3-4

68

전공
선택

Problem Solving Course Ⅱ

IS3507

3

3

3-4

69

전공
선택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IS3407

3

3

3-4

70

전공
선택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S2106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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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부
전
공

P/F
평가

비
고

시간

개설학기
이수
이론 실기 실습 설계 학년 1학기 2학기

연번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수
번호

학
점

71

전공
선택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Studies

IS4502

3

3

3-4

○

72

전공
선택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IS3408

3

3

3-4

○

73

전공
선택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IS2204

3

3

1

○

74

전공
선택

Theories of Economic Growth

IS4203

3

3

3-4

○

75

전공
선택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Ⅰ(H)

IS3505

3

3

3-4

○

76

전공
선택

Topics in Global Business Ⅰ(H)

IS4304

3

3

3-4

77

전공
선택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y

IS4207

3

3

3-4

78

전공
선택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Ⅰ(H)

IS3504

3

3

3-4

○

79

전공
선택

Topics in Macroeconomics (H)

IS4209

3

3

3-4

○

80

전공
선택

Topics in Microeconomics (H)

IS4208

3

3

3-4

81

전공
선택

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IS3409

3

3

3-4

82

전공
선택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IS2104

3

3

2

83

전공
선택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IS3109

3

3

3-4

○

84

전공
선택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IS4305

3

3

3-4

○

85

전공
선택

War and Peace

IS2105

3

3

2

○

86

전공
선택

졸업논문(국제학전공)

IS4001

0

0

4

○

○

87

전공
선택

Action Lear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Studies

IS3501

3

-

3-4

○

○

88

전공
선택

Independent Study for International
Studies

IS3502

3

-

3-4

○

○

부
전
공

P/F
평가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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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선수과목 지정표
선수과목

후수과목

전공명
학년

학수번호

1

국제학

2

IS2204

학
점

교과목명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IS2301

3

Business Finance

3

비고
학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2

IS2301

Business Finance

3

2

IS3001

International Finance

3

2

IS3002

International Trade

3

3-4

IS3306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3

3-4

IS3307

Investment Analysis

3

3-4

IS4305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3

1

IS2204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3

2

IS2503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3

2

IS2503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3

2

IS2504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Ⅱ

3

※ 좌측 선수과목 수강 후 우측 후수과목 수강이 가능함

[별표3]

국제학과 트랙별 전공교과목
List of Courses Offered
Basics Courses
전공기초
Required Majors
전공필수

Elective Majors
전공선택

534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Introduction to Economics I
Introduction to Economics II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ecurity
Comparative Area Studies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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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GB Track과 공통)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International Economic Laws and Institutions(IE Track과 공통)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Terrorism
Law & Global Governance
Major Issues in Global Affairs
NGOs and Global Governance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Ⅰ(H)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War and Peace

2013학번
신,편입생
부터
적용함

2017학번
신,편입생
부터
적용함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지역학)

Elective Majors
전공선택

International Economy
(국제경제)

Global Business
(글로벌비즈니스)

Common Electives
(공통선택)

American Foreign Policy(IR Track과 공통)
American Politics and Economy
Chinese Foreign Policy(IR Track과 공통)
Chinese Politics and Economy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IE Track과 공통)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IR Track과 공통)
Human Rights in East Asia(IR Track과 공통)
Japanese Politics and Economy
Korean Economy and Development (IE Track과 공통)
Korean Foreign Policy(IR Track과 공통)
Korean Politics
Modern History of East Asia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IR Track과 공통)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Ⅰ(H)
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Econometrics
Economic Development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Ⅱ
Industr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GB Track과 공통)
Macroeconomics
Mathema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
Microeconomics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Theories of Economic Growth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y(IR Track과 공통)
Topics in Macroeconomics (H)
Topics in Microeconomics (H)
Advertising
Business Creativity
Business Finance
Business Principles and Practices
Business Seminar
Consumer Behavior
Entrepreneurship
Financi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Global Business Strategy
Global Marke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Investment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Accounting
Principles of Marketing
Topics in Global Business Ⅰ(H)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Action Lear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Studies
Capstone Design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ependent Study for International Studies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Research
Problem Solving Course Ⅰ
Problem Solving Course Ⅱ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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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국제학과 전공 이수체계도
1학기

2학기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Introduction to Economics I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Economics II

1학년

Mathema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2학년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Major Issues in Global Affair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ar and Peace

East Asian Studies

Comparative Area Studies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arative Area Studies
Korean Politics
Modern History of East Asia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Ⅱ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Business Finance
International Business
Principles of Accounting
Principles of Marketing

Business Finance
Inter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al Behavior
Principles of Accounting
Principles of Marketing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Law & Global Governance
NGOs and Global Governance

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Law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Terrorism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East Asian Studies

American Politics and Economy
Chinese Foreign Policy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Human Rights in East Asia
Japanese Politics and Economy
Korean Economy and Development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American Foreign Policy
Chinese Politics and Economy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Korean Foreign Policy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of Economic Growth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y
Topics in Microeconomics (H)

Econometrics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Topics in Macroeconomics (H)

Advertising
Business Creativity
Business Principles and Practices
Consumer Behavior
Entrepreneurship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Global Business Strategy
Global Marke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Investment Analysis

Advertising
Business Creativity
Business Seminar
Consumer Behavior
Financial Accounting
Global Business Strategy
Global Marke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Topics in Global Business Ⅰ(H)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International
Economy

Global Business

3-4
학년
International
Economy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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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4 x 4 인증 프로그램 과목 리스트
유형

과목명 (3과목 이상)

문제해결형 (1과목 이상)

비고

서양근대정치사상 / 계량정치분석 / 현대정당의 이해
1유형:
글로벌
시민사회

한국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여성과 정치 / 기업과 정치
정치와 문화 / 정치지도자론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 NGO와 시민정치 /

글로벌 시민사회

디아스포라 정치론
정치경제론 / 국제정치경제론
정치외교학과

국제기구의 이해 / 국제법과 국제관계
외교정책분석 / 국제협상의 이해
2유형:
글로벌

국제분쟁과 평화 / 동아시아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론 /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격차해소

의회와 대통령 / 헌법과 정치제도 / 중국정치론 /

글로벌 격차해소

일본정치론 / 미국정치론
인터넷과 정치 / 여론과 선거

3유형:
글로벌
협력

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International Economics Law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NGOs and Global Governance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American Foreign Policy
Chinese Foreign Policy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Action Lear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ependent Study for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Negotiations
Human Rights in East Asia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Ⅰ(H)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Ⅰ(H)
Problem Solving Course Ⅰ
Problem Solving Course Ⅱ
외 국제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외 국제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국제학과
Macroeconomics
Mathema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
Microeconomics
Theories of Economic Growth
Topics in Macroeconomics (H)
Topics in Microeconomics (H)
4유형:
글로벌
비즈니스

Advertising
Business Finance
Global Marke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vestment Analysis
Principles of Accounting
외 국제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Action Lear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Studies
Independent Study for International Studies
Econometrics
Industrial Organization
Consumer Behavior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Organizational Behavior
Topics in Global Business I (H)
Problem Solving Course Ⅰ
Problem Solving Course Ⅱ
외 국제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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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국제학과 교과목 해설

∙ Advertising (광고론)
Advertising is surveyed as a major part of a brand’s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process which presents
brand information and spurs consumer behavior.
광고론은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행동을 자극하는, 브랜드의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연구
되어지는 과목이다.

∙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대외정책)
This course will analyze US foreign policy since WWII from a variety of theoretical approaches, including theories about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s, bureaucratic politics, and decision-making. Equipped with these theoretical tools, we
will then delve into the history of US foreign policy since WWII. This course attempts to provide theoretical tools to
evaluate US foreign policy , a historical review of US foreign policy, and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past role of
the US in the world and to argue about its future role.
이 과목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을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틀을 이해한 후 미국 대외 정책의 역사, 세계
정치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 대외 정책의 미래 등을 조망한다.

∙ American Politics and Economy (미국정치와경제)
In order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U. S. political economy including that of the U. S. government, this class
analyzes the past and present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s, inputs into the state, decision-making institutions, and
outputs out of the state and attempt to extract universal and particular aspects of the U. S. case.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미국 정치경제 일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미국 정치경제 환경, 자본주의와 민
주주의의 발전과정, 국가와 시장관계,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경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Business Creativity (창의비즈니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get to know and understand how the modern business environment works

and to give

them real skills in developing a business, product or idea. The course takes students on a journey to develop a creative
business proposal based on his/her own passion from the beginning stages of thinking and brainstorming ideas
through to presenting a final product or business concept to a panel of experts and potential investors.
본 과목은 학생들이 현대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사업, 제품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실제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사업 기획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이나 사업 개념을 전문가와 투자 가능자들
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열정에 근거한 창의적인 사업 제안서 개발 능력을 갖도록 한다.

∙ Business Finance (재무원론)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the methods, and the concerns of business finance for both
non-majors and majors preparing for upper-level course work. The primary objective is to provide a framework,
concepts, and tools for analyzing financial decision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modern financial theory. The
approach is rigorous and analytical. Topics covered includ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the time value of money;
discounted cash flow techniques; interest rates and bond valuation; stock valuation; uncertainty and the trade-off
between risk and return; capital asset pricing; and market efficiency. The course will also analyze corporate financial
policy, including capital structure, cost of capital, dividend policy, and related issues.
재무학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학의 원론적 이론과 방법,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이 과정의 주된 목적은 재무 이론에 기초한
재무 분석의 개념과 이론적 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루어지는 주제로는 재무제표 분석,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이론, 현금흐름

538

2017학년도 교육과정

할인법, 이자율과 채권의 가치평가, 주식의 가치평가, 불확실성에 기초한 위험과 수익성의 상관관계, 자본시장 효율성, 증권시장선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재무레버리지와 자본구조 정책, 자본비용, 배당금정책 등을 분석한다.

∙ Business Principles and Practices (경영원리와실무)
It's one thing to learn a theory from lectures and textbooks. It's something else entirely to learn how to
decisions in the face of conflicting data, complex politics, and intense time and fiscal pressures—

make

then defend your

choices among peers as motivated and intelligent as you are. This course will be taught by a business practitioner
(each semester focuses on a specific business area such as finance, accounting, marketing, etc) to help you develop
a capacity for analysis, assessment, judgment, and action that you can exercise throughout the course of any career
you choose to pursue.
강의와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이론과, 실재 비스니스 환경에서의 의사 결정은 때때로 크게 상충된다. 이 수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각 비즈니스 분야, 즉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중 한 분야의 기업 전문가가 그 특정 분야의 수업을 한 학기동안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비즈니스 이론과 더불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커리어에 대한 실재 기업환경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등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Business Seminar (경영세미나)
This seminar course features a seri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opics in a specific field of finance, accounting,
marketing, or organizational behavior, etc. Every section is in itself a virtual seminar in a specific topics in business into
active discussions enriched by diverse perspectives and points of view.
본 세미나는 경영학 분야, 즉 재무,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론 등의 분야 중, 특정 교과 과목 편성에 해당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및 세계정세에 맞춰 시기적절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다양
하고 넓은 관점을 배우게 된다.

∙ Capstone Design for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캡스톤디자인)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real-world, open-ended, and interdisciplinary
challenges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Studies. Students will learn the approaches and theories in International
Studies and apply them to identify problems and find solutions on their own. By working in teams they develop
creative thinking, practical ability, leadership skills and group dynamics.
이 강좌는 전공수업을 통해 습득한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강의실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국제학 관련 주제로 프로
현장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

젝트를 기획하여

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hinese Foreign Policy (중국대외정책)
China's role in the world has been increasing very fast in parallel with her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 broad perspective on China's foreign relation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hines
foreign policy.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고안되었다.

∙ Chinese Politics and Economy (중국정치와경제)
This course studi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political economy in the contemporary era and examines major issues
in the course of its chang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shift from the pre-1978 socialist development model to the
post-1978 reforms for market socialism.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정치경제의 흐름과 주요변화 내용을 고찰한다. 특히 중국의 개방과 개혁을 과정과 방법,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분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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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ative Area Studies (비교지역연구)
Under the rising waves of globalization in the post-Cold War era, a proper understanding of other regions and states
in the world is glowingly important.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the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of area studies
by delving into the meaning, scope, and subjects of the discipline and by making them familiar with various methods
of investigation.
탈냉전시대의 세계화 조류 하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 강좌는 지역연구의 의미,
범위와 대상 및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지역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전문가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비교정치경제)
This course examines the rel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organizations and analyze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major
countries. Especi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divergent nation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은 상이한 시기와 나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고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게 된다. 시장의 작동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고, 국가의 작동은 거꾸로 시장의 결과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강좌는 특히 세계화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상이한 반응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Consumer Behavior (소비자행동론)
This course addresses issues related to consumer behavior from a number of different viewpoints. It examines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sociological, and cultural variables on buying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development.
이 과목은 많은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소비자행동론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들
이 어떻게 구매행동과 마케팅 전략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 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현대국제관계이론)
This course deals with theories and top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are currently in vogue. Studying of
constructivism, postmodernism, and possibly modern physics might be some of the topics this course will cover.
이 강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요 이론이나 사건을 다룸과 동시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문화와국제관계)
We are living in a post modern world in which culture and politics interact in so many ways. How politics is related
to the cultural phenomena such as movies, novels, and cartoon is the main question this course deals with. By
examining the political meanings hidden in the popular culture, this course hopes to widen the intellectual horizon of
the students.
문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가 사람이나 국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한국문화와사회)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cultural tradition and its society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rapid
industrialization for the present. Readings cover the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other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한국 문화와 사회”는 한국의 문화 전통 및 현대사회를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며 고도성장이 현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교재는 한국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기타 사회적 측면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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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동아시아의경제발전)
This course tries to understand the main courses and pattern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For this, it
investigates the central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economic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f East Asia and compares
the merits and flaws of the different approaches. The future of East Asian economy is also explored.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빠른 경제 발전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 강좌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의 주요 과정과
패턴에 대한 이해를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발전전략과 경제정책의 주요 측면을 고찰하고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한
다. 또 이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한다.

∙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동아시아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exhibit both coopera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While economic
relations are predominantly cooperative,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are still laden with competition and conflict.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안보
적 측면에서는 경쟁의 요소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Econometrics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is to provide the general empirical methodology in economics based on the knowledge of statistics, This
course will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in economic theory by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data.
Econometrics는 경제학에 자주 사용되는 실증 분석적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통계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이론의 실증 검증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Econometrics의 습득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의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Economic Development (경제발전론)
This course deals with the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It seeks to identify the problems faced by LDCs
in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then, construct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successful development,
emphasizing the state-capacity building as a driving force overcoming the institutional weakness prevalent in LDCs. The
course deals with economic and political-economic aspects of development issues in a balanced manner.
본 강좌는 경제학 및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개도국 경제발전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개도국이 경제발전과
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규명한 후,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이론적 개념 틀을 설명한다. 특히 개도국의 제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능력의 중요성과 (수출 또는 FDI 주도의)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The course teaches students to use the entrepreneurial perspective in business decision making. Students enhance their
capacity to envision, anticipate, and orchestrate events in new business ventures.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경영의사결정에 있어 기업가적 관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미래를 구상하고, 예견하며,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This course revisits topics covered in Introductory Financial Accounting. This course covers liabilities and equities,
especially long-term debt, convertible securities, equity issuance, dividends, share repurchases, employee stock options,
pensions, leases, deferred tax, and derivative securities. Related topics covered include computation of diluted earnings
per share, disclosure issues, earnings management, and basic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of cash flows.
본 강좌는 회계원론에서 다루는 재무회계 주제들을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본 강좌에서는 부채와 자본에 대한 아이템을
주로 다루며, 특히 장기 부채, 전환사채, 주식발행, 배당, 자사주매입, 스톡옵션, 연금, 임대계약, 이연법인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분석
을 다룬다. 관련된 주제들로는 희석주당이익 계산, 공시 문제, 분식회계, 현금흐름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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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재무제표분석)
The course provides both a framework for and the tools necessary to analyze financial statements. At the conceptual
level, it emphasizes that preparers an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incentives. At the
same time, the course is applied and stresses the use of actual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students learn how
to detect when firms are managing earnings and/or balance sheets. It draws heavily on real business problems and
uses cases to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iques and tools.
This course focuses on the analysis of financial communications between corporate managers and outsiders, including
the required financial statements, voluntary disclosures, and interactions with investors, analysts, and the media. The
course draws on the findings of recent academic research to discuss a number of techniques that outsiders can use
to detect potential bias or aggressiveness in financial reporting.
본 강좌에서는 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툴을 제공한다.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이용하는 주체들간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들이 실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응용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실제 재무제표를 사용하면서
이론을 응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할 때 이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것은 실제 기업들의 사례
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사례들을 활용해 기술과 툴의 응용하는 법을 학습한다.
본 수업은 필수 재무제표, 자발적 공개, 투자자, 애널리스트, 미디어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회사 내부 경영자와 외부와의 재무
소통에 대한 분석에 집중 한다. 본 수업은 최근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정보의 잠재적인 편향 및 과도한 보도를 발견하는 기술들
에 대해 논의 한다.

∙ Global Business Strategy (글로벌비즈니스전략)
We live in a globalized world.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contrast to
the 20th century when politics and the military dominated the world, economy and culture are the key words of
today's world.
This course deals with the nature of global business and the rol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By compar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of Japa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course intends to teach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fferent management styles.
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 20세기가 정치와 군사 위주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경제와 문화 위주의 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의 첨병은 역시 다국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세계화된 경영
의 특성과 국제경제의 질서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 유럽, 미국과 다른 지역의 다국
적기업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본 수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Ⅰ (경제경영글로벌데이터분석Ⅰ)
The objective of Global Data Analysis 1 is to provide basic understanding of the data

and to enhance the

competence and practical skill in various data analysis using statistical packages such as R, STATA, and SAS. The
preliminary course is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과목에서 기본적인 통계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Data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R, STATA,
SA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교육에 의한 실질적인 통계처리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Ⅱ (경제경영글로벌데이터분석Ⅱ)
Based on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1, this course will offer students to apply statistical
knowledge and skills to run data analysis project.
Global Data Analysis for Economics and Business 1에서 익힌 통계프로그램 사용 능력을 활용하여 개별 자료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542

2017학년도 교육과정

∙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세계금융과국제정치)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mot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 between global fi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rise of global finance has great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the workings of global financial
markets are great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urse uses several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세계금융과 국제정치 사이의 상화작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고안된 교과목이다. 세계금융의 등장과 이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정치가 세계금융시장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Global Marketing (글로벌마케팅)
This course intend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marketing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The major topics of this course include the function of marketing in business management, marketing decision-making
process, the analysis of market and consumer, and global marketing strategies.
본 과목은 마케팅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
로 마케팅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기능, 마케팅 의사결정의 분석기법, 시장 및 소비자 분석, 국제마케팅 환경, 국제마케팅 전략과
정책 등을 다룬다.

∙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사)
Studying history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Discussing international relations without the proper
understanding of history is like building a castle on the sand.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 chance to look at history
from various angles, expanding their mental horizon.
국제정치를 연구함에 있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역사를 알지 못하고 국제정치를 논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다. 본 강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및 경영)
This course examines the problems and processes of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emphasiz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as applied within the contex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이 과정은 인적자원경영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와 과정을 조사하고, 직원경영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경영의 원리와 연습 그리고 직원
관리에 있어 대표자의 역량을 강조한다.

∙ Human Rights in East Asia (인권과아시아)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in Asia, and to facilitate
a chance to think about what the future may bring. Toward that end, this course will explore human rights norms,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region. In the part of norms,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Asia including the question of cultural relativism,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
institutional cooperative efforts, Asian contribution to the human rights regime,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domestic legal settings will be examined. Asia is the only region which does not have any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efforts to build regional institutions will be one of the main topics in the
course. Lastly, continuous efforts will be made to help students to consider human rights as a concrete real-time
problem in particular societies. Students' country-specific interests in the region will be encouraged.
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지역적인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생각하고, 아시아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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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론)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study of firm and market. Students will learn how and why firms have different
pricing strategies in more realistic market deviating from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opics such as vertical
integration, merger, collusion, and price discrimination are covered. Moreover,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using
antitrust policy will be discussed.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수직적 통합, 합병, 담합, 가격차별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소개
하며 정부의 독과점금지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에 대해서도 다룬다.

∙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This course is organized into four sections. The opening section define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nvironment. Section two studi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how both affect business. Section three focuses on the uncontrollable forces at work in all business environment
and discusses their impacts on business practice. The final section is devoted to discussing how managers deal with
all the forces affecting international business.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학습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국제경영과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둘째, 국제조직과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셋째,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비즈니스 환경과 그 충격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들이 국제경영에 관
련된 외생적인 충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돕는다.

∙ International Conflict and Resolution (국제분쟁해결)
This module provides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work on case studies in conflict analysis. Students will develop
the skills required to analyse the roots, dynamics, key actors and issues-areas in specific conflicts. You will be
introduced to the theoretical frameworks contained within conflict analysi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ase studies. Problems associated with researching conflict and violence will also be tackled. This will
provide the basis for each student to engage in a detailed case study of their own.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분쟁 분석의 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학생들은 분석의 기초와 역학 그리고 특수한 갈등의
쟁점 분야와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학생들은 사례 분석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갈등 분석
이 포함된 이론적인 구조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분쟁과 폭력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도 다뤄질 것이다. 이 과목은 학생들 개개
인에게 스스로의 자세한 사례 연구를 하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 International Economics Laws and Institutions (국제경제법과제도)
Contemporar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re increasingly governed by strictly-binding international laws and
organizations. This course, centering on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nds to understand the key
substance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WTO, as well as the
major cases of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현대의 국제경제관계는 강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경제법과 국제경제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목은 WTO를 중심으
로 국가들 간의 통상관계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경제법의 주요한 내용, WTO의 조직구
성과 운영원리, 주요한 통상 분쟁과 그 법적 해결의 사례 등을 다루어본다.

∙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금융)
This course focuses primarily on the working mechanism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especially on the three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euro currency market, and the international
bond market. These markets are treated in four different aspects: historical, institutional, economic, and empirical.
Each aspect has its unique place in understanding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Students can
improve their practical knowledge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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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국제금융시장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중 가장 중요한 시장인 외환
시장, 유로 화폐시장, 그리고 국제채권시장의 움직임을 강의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국제 금융론 과목은 국제금융과 관련
된 경제이론적인 측면을 주로 강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본 과목은 국제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강의에 집중함으로써 학생들
로 하여금 국제금융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 International Financial Strategy (국제재무전략)
This course is intended to develop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transform concepts into practice, and provide a
market-oriented framework for analyzing the major types of financial decisions made by corporation.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on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the corporate valuation models needed for valuing investment projects,
including the estimation of investment criteria, relevant project cash flows, project analysis and evaluation, estimating
the cost of capital, and dealing with various risks. We will then use these tools as a basis for selecting investment
projects and valuing companies. We will extend our analysis to company’s financial decision and will overview how
firms issue securities and examine their costs of finance.
이 과목은 주로 기업금융에 관한 논의에 기반을 둔다. 기업금융에 근거한 개념을 익히고, 이 개념을 현실 상황에 대입함은 물론,
시장에 근거한 재무 결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 강좌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모델을 이해하고 개발하
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다루어질 주제로는, 투자평가방법들의 이해 및 분석, 적절한 투자안의 현금 흐름 추정, 투자안의 분석
과 평가, 자본비용 추정 등이 있다. 그 후, 학습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실제 기업평가 케이스 스터디에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인권과국제법그리고국제정치)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entral concepts, laws, and deb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will examine som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such as the tension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world politics. Its goal is to examine carefully the way in which international law has been
implemented in the domestic human rights system, with a special focus on how the publ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following of such standards will become part of the human rights
culture in individual states. Simultaneously, this course will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has evolved to formulate practically attainable standards and policies of human rights for all countries and
whether it really embraces common values express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cultures.
인권의 기본 개념과 의미를 학습하고,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의 발달과 그 과정 속에서의 개별국가들의 정치적 관점 및 입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국제인권범의 이행 방안을 고민해 본다.

∙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국제통화론)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recently becomes one of hottest topics in Economic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offer a good understanding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nd theory related with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is course addresses classical and contemporary issues in the theory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oretical aspects of monetary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국제통화론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그리고 국제 통화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수업이다. 최근 일련의 경제위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은 통화, 금융기관, 그리고 통화정
책 등을 보다 국제 경제 프레임 하에서 살펴본다.

∙ International Negotiations (국제협상)
International negotiations are complicated interactions including conflictual and cooperative aspects among states. This
course explores the basic theories of negotiations using game theories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his course also
covers various examples of real-world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rade, finance, security, political and other issu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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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은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간 상호작용으로서,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복합적
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한다. 이 과목에서는 국제협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서 게임이론, 심리이론 등을 공부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협상을 중심으로 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실제의 협상사례들을 다루어 본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
This course studies the ontological and normative arguments for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The course also examines international laws which regulate the
conducts of tho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nteractions among the international actors.
오늘날 국제기구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기구의 작동과 국제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본 강좌의 목적이 있다.

∙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such it is designed to examine the schools of thought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
dynamic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cluding the current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international corporations, global finance and other issues.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다.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국제통화･
금융체제와 국제무역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
펴본다.

∙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협력)
This course is assign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ost-Cold War context and the
possibilities of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has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ception and theory of international security. Especially, security has become one of major
issue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탈냉전 시대를 맞아 안보의 개념과 이론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안보도 이제 국제협력의 주요한 분야로 등장했다. 국제협력이
론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강좌의 목적이 있다.

∙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테러리즘)
This module introduces the student to a series of theoretical,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policy-relevant issues in
the study of terrorism and extremism. It is divided in two parts, the first of which analyses the definitional challenges
that the study of terrorism poses, it explains the different typologies and highlights the causes as they have been
identified by scholars over the years. As such, it leads to an analysis of both the orthodox and the critical approaches
in the study of terrorism, which will equip the student with an understanding f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on
terrorism. The second part of the module employs case studies in order to examine the dichotomy between ‘old’ and
‘new’ terrorism, and highlights those issue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ttempting to foresee the
progression of both the phenomenon, as well as the research on it.
이 강좌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이론과 개념,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한다. 강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에서는
테러리즘의 정의와 테러리즘에 대해 분석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례 연구와 리서치를 통하여 구 테러리즘과 신 테러리즘의 이분
법적 접근법에 대해 연구한다.

∙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trade policy issues.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explores the motives for and implications of the patterns of trade between countries. The latter part is concerned with
the instruments of trade policy and the arguments for free trade and manage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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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국제무역의 이론과 정책을 소개한다. 이론 부분은 국제무역 유형의 결정요인, 이익 및 시사점을, 정책부문은 각종 정책수
단 및 자유무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Introduction to Economics Ⅰ (경제학원론Ⅰ)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microeconomics. Students will study basic concepts such as supply and
demand, the analysis of the consumer and firm choices, market theory, international trade, among others. The
students will also be introduced into the use of the method of economic analysis. In addition, we see government's
roles in the economy, focusing on regulation policy, taxes and transfers, and public goods.
본 강좌는 경제학 원론 중 미시경제 부분을 다룬다. 수요 및 공급, 소비자 및 기업의 선택, 시장구조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제무
역 등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설명한다. 또한 조세 및 공공재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소개한다.

∙ Introduction to Economics Ⅱ (경제학원론Ⅱ)
This course covers the introductory level of macroeconomics. Students learn the mechanism through which many
economic variables are determined and controlled at the aggregate level.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GDP,
interest rates, exchanges rates, inflation rates and unemployment, etc, and their interdependences are to be covered.
Government policies affecting these macroeconomic variables are also the main topics to be covered in the course.
본 강좌는 경제학 원론 중 거시경제 부분을 다룬다. 거시경제학은 한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결정모형과 그와 관련된
각종 거시경제변수들 예를 들어,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미치
는 정부의 경제정책도 주요 강의대상이다.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학개론)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though it covers more than enough of the
topics discussed in the Western/American academic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s true emphasis lies not in just
introducing Western-dominated think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n giving students a chance to get exposed to
various alternative views of the world. By learning to "look" at things in various perspectives,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mental horizon, becoming more open-minded and aware of things around them. While
the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ing discussed by most IR scholars are extremely serious and dry, this
course hopes to give students the taste of excitement and joy in gaining knowledge hitherto unknown to them.
이 강의는 국제정치를 소개하는 강좌이다. 이 강의에서는 서구의 국제정치학계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러 각도에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학생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게 되고 그들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주류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다루었던
심각하고 편향된 주제들을 넘어 새로운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국제정치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개론)
Political science can be extremely interesting and profound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boring and dry.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is course deals not only with main subjects of political science but also with movies,
drama, novels, etc.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science, offering students a great opportunity to think freely about them.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가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 사회, 정치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정치학 연구의 대상과 방법,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소개
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통선이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주요 사상가
들의 생각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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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Research (사회과학연구방법)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ology in the area of social sciences. Goals of the course include
familiarizing the students with basic foundations of knowledge in social sciences and methods relevant to chosen research
topics, and enabling them to write a good professional article.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come acquainted with topic
selection and sharpening, final research goals such as hypotheses, laws, and theories, conceptual debates in social sciences
on reason and ritual, function and cause, ideal types and historical explanation, and ethical question of neutrality.
본 수업은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대한 입문이다. 본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과학적 기초 지식이 무엇인가,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해 적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여 우수한 학부 수준의 전공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제 선정과 가설, 법칙, 이론 등을 세련되게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단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성과
의식, 기능과 원인, 이상 유형과 역사적 설명, 사회과학 연구의 윤리성 등에 관한 토론도 공부하게 될 것이다.

∙ Investment Analysis (투자분석)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the concepts of portfolio analysis in the general area of
institutional investment management. The course discusses principles for managing financial assets. These principles
apply, for example, to investing in stocks, fixed incom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nd to managing mutual funds,
hedge funds, bank-administered trust, and other institutional fund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stablish appropriate
investment objectives, develop optimal portfolio strategies, estimate risk-return tradeoffs, and evaluate investment
performance. Many of the latest quantitative approaches are discussed.
이 강좌는 일반적인 투자론에 근거한 포트폴리오 분석에 초점을 둔다. 금융자산관리의 이론적 원리를 배우고, 이 원리를 실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투자와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기관펀드 관리 등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적절한
투자목표를 성립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의 구상과 발전, 위험-수익 상관관계 측정 및 투자 성과 평가법을 배우고 적용하게
된다. 다양한 수리적 접근법이 논의된다.

∙ Japanese Politics and Economy (일본정치와경제)
For whatever reasons, most Koreans tend to think they know Japan very well.

But in reality, they have neither

complete nor proper understanding of Japan. This course attempt to give a broad understanding of Japan by covering
such topics as Japanese history, economics, politics, and culture. Hopefully, students will gain a better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Japan through this course and this course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study of Japan.
본 강좌는 일본의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룸으로써 일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 Korean Economy and Development (한국경제와발전)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Economy and lessons from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s. After an overview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last 50 years,
this course deals with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conomic development.
본 강좌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한국 발전경험의 시사점을 소개한다. 과거 50년간의 한국경제발전과정을 개관한 후 무역
및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개도국 발전전략과 국가의 역할을 조망한다.

∙ Korean Foreign Policy (한국대외정책)
This class analy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South Korea's foreign relations and the linkage
between the above two, and applies the constituent theoretical framework to South Korea's history with an emphasis
on Chosun's responses to Western imperialism, Japanese colonialism, post-liberation external relations, the Korean
War, and inter-Korean relations.
한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그리고 양 요인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한국 현대대외관계사에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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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Politics (한국정치)
With the aid of a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cepts for analyzing political economy, the class conduct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Basically, the class adopts a historical and
politico-economic approach to upgrade the students'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tate and society.
정치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들과 개념들을 기초로 한국 정치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한다. 기본
적으로 역사 및 정치경제적 접근을 통해 한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균형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 Law & Global Governance (법과글로벌거버넌스)
This course explores a range of legal disciplines, which purport to explain how we are governed globally. It will focus
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examining the history of ideas, legal doctrines, institutional
structures developed over the last century to organize and legaliz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It will
situate the UN system in relationship to the broader institutional structur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
private order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It will
examine the functioning of thes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mechanisms in a series of different substantive
area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environment, economic regulation, development, and the use of force.
국제규범과 국제정치 및 경제의 상관관계, 특히 국제법체계 속에서 법의 지배 개념이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intermediate level of analytic capabilities on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GDP, interest rates, exchange rates,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etc. More theoretical and
mathematical approach to macroeconomics is taken in this course. Students are supposed to earn deeper
understandings on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on the economy.
중급거시경제과정으로서 거시경제 분야의 각종 이슈를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경제원론 수준보다 엄밀한 수리적인 방법론을 통
해 각종의 거시경제변수가 어떻게 결정되며,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탐구한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이 초래하는 거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 Major Issues in Global Affairs (지구촌의주요문제)
This course overviews major trends and immediate problems of the "global village" materialized by revolutionary
development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 theoretical discussion of globalization is followed by analyses of
specific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trade, resources and environment, arms race, ethnic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현실화된 “지구촌”의 주요한 추세와 당면한 문제들을 개관한다. 구체적으로 본 강의는 구소
련, 미국, 동북아 등 지역의 주요한 변화들을 살핀 다음 국제금융, 국제무역, 자원환경, 군비확산, 인종갈등, 조직범죄의 세계화 등의
문제들을 분석한다.

∙ Mathematics for Economics and Business (경제경영수학)
This course is intend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studying economics and business to understand the elementary
mathematical approaches. We study mathematical tools such as, calculus for functions of one and several variables,
as well as a basic understanding of multivariable optimization problems with and without constraints. Linear algebra
focused on matrix is also studied.
동 과목은 경제학 및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학적인 도구를 소개한다. 과목의 주요 주제는 단변량과 다변량
함수, 미분과 편미분, 적분, 대수와 행열, 최적화 등이다. 특히 최적화에서는 경제원론에서 배운 소비자의 최적화 과정과 생산자 이윤
극대화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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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intermediate level of analytic capabilities on microeconomic issues such as utility
maximization and profit maximization under constraints. To fully understand the microeconomics some basic and
intermediate level of mathematical economics is to be taught by lecturer. Lecture includes more theoretical analysis on
consumer behavior, firm behavior, market structure, regulations, etc.
중급미시경제과정으로서 미시경제 분야의 제반 이슈를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기초수준의 수리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비자행동, 기업의 이윤극대화, 시장구조,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다.

∙ Modern History of East Asia (동아시아근현대사)
This course aims at exploring the main historical trends of East Asia. Special focus is placed on historical develop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since the rise of the modern era. At the same tim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is tried with regard to various aspects of East Asian history.
이 강좌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근대 이래의 주요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역사적 사건과 시기를 다룬다. 아울러 동아시아 역사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지성사 등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역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한다.

∙ NGOs and Global Governance (NGO와국제정치)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lay greater role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actively purse their
own special issues to be put on the international agenda. They monitor the behavior of nation-states and mobiliz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o put pressure on them. This class is organiz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systematic and
deep understanding of NGOs.
비정부단체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국제적 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 국제적 비정부단체들의 성격과 활동성과
를 살펴본다.

∙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북한과남북한관계)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North Korea and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alyzing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searching creative ways to improve it.
본 과목은 북한과 남북한 관계 대한 이해와 분석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
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up-to-date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anagerial requirements in the global context.
이 과정은 국제적 맥락에서 국제조직행동 분야와 국제적 경영의 요구들에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Principle of Accounting (회계원리)
An introductory course in financial accounting. Topics include the basic accounting framework and concepts; cash
flows, income reporting and financial position; the accounting process; and the financial statement elements.
재무 회계의 기초과정으로, 화폐의 흐름‧수입보고‧재정위치‧회계과정과 재무 지표의 요소들에 있어 기초적 회계의 틀과 개념을 제공한다.

∙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원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marketing and its role
in directing and blending all activities of an business organization.
마케팅 원론은 마케팅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이 행하는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에서 마케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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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Solving Course I (문제해결수업 I)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new and experimental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such as investigating
real world problems, finding solutions, and applying solutions to the actual cases. The substance, method, and
requirements of this course varies depending on instructors.
이 과목은 국제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문제분석, 학술적 탐구, 대안 모색, 실천적용 등을 시도해 보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다. 강의법과 학습법의 새로운 시도, 팀티칭,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보고서 제출 등, 그 학기의 교/강사에 의해 강의의 주제,
강의운영 방식, 과제와 이수 요건 등이 달라지며, 부제를 달아서 표시한다.

∙ Problem Solving Course II (문제해결수업 II)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new and experimental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such as investigating
real world problems, finding solutions, and applying solutions to the actual cases. The substance, method, and
requirements of this course varies depending on instructors.
이 과목은 국제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문제분석, 학술적 탐구, 대안 모색, 실천적용 등을 시도해 보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다. 강의법과 학습법의 새로운 시도, 팀티칭,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보고서 제출 등, 그 학기의 교/강사에 의해 강의의 주제,
강의운영 방식, 과제와 이수 요건 등이 달라지며, 부제를 달아서 표시한다.

∙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러시아정치와경제)
Russia has been undergoing a fundamental systemic transform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is unprecedented change has huge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post-communist system, having great
influence on East Asian as well as world politics. This course tries to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systemic changes in Russia and their meaning in appropriate way.
1991년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근본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상 초유의 것으로, 탈공산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세계 및 동북아질서의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강좌는 이처럼 심중한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 체제전환의 주요 측면의 내용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과학기술과사회)
This class brings together a select group of students to consider the manner in which technological change transforms
society and how the human experience is both improved and degraded by advances in technology. In particular, there
is evidence that technological change is advancing at an unprecedented rate today.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such
change for our future and how should we prepare to create a better society given the complex challenges we face.
과학기술의 진보는 현대사회의 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 안보, 국가의 경쟁력, 국가 경제, 국민 복지, 국민의 사회
문화적 삶 등에 끼친 과학기술의 심대한 영향력은 별도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특히 현대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최근에는 그 방법의 하나로 대학-산업체 간 협력 증진이 권장되고 있다.

∙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특강)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dvanced studies over various topics of international studies,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s, global business, area studies, and Korean studies. The main subject of this course
can be determined in a flexible way, reflecting the demand of student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the school.
이 과목은 국제학의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을 위해 개설되는 것으로서, 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경영, 지역학, 한국
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수요와 학과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게 된다.

∙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동아시아국가와사회)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pressures in the making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 While conventional approaches to East Asia study have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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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ed the strength of the East Asian state in promoting stability and growth, we will also examine the dynamic roles
and forms of social forces in East Asia in genera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이 강좌는 국가 권력과 사회세력으로부터의 힘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근ㆍ현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형성해왔
는지를 중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통계학)
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is a study for statistics which is essential basic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In this course,
we want for students to understan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empirical data in order to apply theories in social
science.
이 과목은 국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의 중요한 기초 지식 중에 하나인 통계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의 이해를 통해 다양한 실증 자료의 분석과 이해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증 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과목의 취지이다.

∙ Theories of Economic Growth (경제성장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makes economies grow? Why are some countries so
rich and others so poor? What explains growth miracles and disasters? Primar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growth will be examined sequentially. This course starts from the Solow model and explore the roles of 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and technical innovations. Then, we studies various endogenous growth models such as AK
model and R&D models.
이 과목은 경제성장의 기여요인(노동, 자본, 인적자본, 기술진보), 선진국-개도국 소득 격차의 원인, 고도성장 및 성장실패의 원인을
규명한다. 우선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으로 기술진보 및 자본축적의 역할을 다룬 이후, AK 모형, R&D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학습한다.

∙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Ⅰ(H) (동아시아학특강 Ⅰ)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comprehensive issues of East Asian Studies in a in-depth and academically rigorous
style. It explores various advanced topics in East Asian studies, regional politics and economies, and each major stat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It is one of the Honors’ courses.
이 과목은 동아시아지역학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깊고 학술적으로 다루기 위한 수업으로서, 동아시아지역주의, 지역정치와 경제, 동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룬다.

∙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Ⅰ(H) (국제관계특강 Ⅰ)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comprehensive issu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in-depth and academically
rigorous style. It explores various advanced topic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interdisciplinary issues of IR. It is one of the Honors’ courses.

이 과목은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깊고 학술적으로 다루기 위한 수업으로서,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 국제협력과 제도, 지
구화, 그 외 국제관계 분야의 복합적 이슈들을 다룬다.

∙ Topics in Global Business Ⅰ(H) (글로벌비즈니스특강 Ⅰ)
Global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abruptly to mass customization. In the course, several selected
business issues, such as antitrust, technological breakthrough, finance, and energy, will discussed. Key global firms and
major industry transition are also scrutinized.
맞춤형 대량 소비시대 등으로 대변되는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영프레임이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경영계의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또한 주요 기업 및 산업의 변천 등도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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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y (국제경제특강)
This course is a specially designed course to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contemporary issues of international
economy such as international trade, exchange-rate regime, economic integration, global financial, and emerging
economies.
이 과목은 국제 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특강의 형태로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국제무역, 환율제도, 경제통합, 세계금융시
장, 신흥시장 등의 이슈들이 그 대상이 된다.

∙ Topics in Macroeconomics (H) (거시경제이론특강)
Various theoretical and policy issues in macroeconomics are discussed in this course. For instance, the policy issue in
an open economy such as how monetary policy is to be formulated taking into account its influence on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Advanced topic such as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business cycle literature is also
to be discussed. Students can learn various aspects of the economy from differ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본 과정은 거시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최신의 이론과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조명한다. 예를 들어,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과 환율과
의 관계, 혹은 경기변동의 동태적 과정 등을 이론과 더불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 Topics in Microeconomics (H) (미시경제이론특강)
As a sequence to intermediate microeconomics, this course further studies microeconomic topics extended to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markets, general equilibrium, externalities and public goods, information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of microeconomic foundation.
이 과목은 미시경제학의 후속과목으로 시장구조론, 일반균형이론, 불확실성 하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게임이론, 시장실패, 정보
경제학, 시점 간 최적화 모형과 투자론 등을 다룬다.

∙ 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동아시아문화의이해)
East Asia has shown its unique course of cultural developments as one of the main origins of human civilizations. In
the course of its evolution, East Asian culture has diverged into several different local patterns,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This cours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fter a general cultural
overview of the region.
인류 문명 발생지의 하나로서 동아시아는 그 자체의 독특한 문화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는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방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이 강좌는 이러한 성격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세 나라 문화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외교정책의이해)
This course seeks to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ies to understand foreign policies of
major powers in the world.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will focus on theoretical aspects of foreign policies, while the
second part of the course will emphasize the case of foreig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외교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과 이혼들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갖도록 하는데 본 강좌의 목적이 있다.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이해)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basic concep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 will cover the traditional major topics in this field such as the sources an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jurisdiction of sta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is course aims to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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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 global understanding of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considered to encompass the
binding norms and principles dealing with the conduct of states a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th their
relations inter se and, the ever-present tens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at arises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real-world situations.
국제법의 기초이론인 국제법의 개념, 특성, 역사, 법원, 효력 등과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국가, 국제기구, 개인을 학습한다. 이러한
내용의 학습을 통하여 국제법의 이론에 대한 습득은 물론 국제법을 통한 국제사회의 특징을 이해하여 국제문제에 대한 감각을 배양
토록 유도한다.

∙ Venture Capital and the Finance of Innovation (벤처캐피탈)
This course covers the fin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a focus on the valuation tools useful in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These tools include the "venture capital method," comparable analysis,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Monte Carlo simulation, contingent-claims analysis, decision trees, and real options. The primary audience for this
course is finance majors interested in careers in venture capital or in R&D-intensive companies in health care or
information technology.
벤처 케피탈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기술혁신금융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벤처 케피탈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모델 (벤처케피탈법, 배수가치 평가법, 할인현금흐름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실물옵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기초한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될 것이다. 재무 전공자 중, 벤처 케피탈, 헬스케어 또는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커리어에
관심을 둔 학생을 위한 과목이다.

∙ War and Peace (전쟁과평화)
How do wars begin? Are they inevitable?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this course will try to answer. And
after having studied historical cases,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peace at personal, societal, and
international levels.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class and philosophical thinking are absolutely needed for this
course.
고대 철학자로부터 현대 정치학자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화두이다. 인간은 왜 전쟁을 하게 되는
가? 인류평화는 가능한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
와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본 과목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부터 이라크전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례연구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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