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교양]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개요

학과교양 경제학원론 1 1 3

글로벌� 경제의� 주체인� 각국� 정부와� 다국적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계가� 경제적� 현상의� 기본적� 원인임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 나타

나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 그리고�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안에

서�소비자의�선택이�미치는�영향을�경제학적으로�학습한다.�

학과교양 비즈니스지역언어Ⅰ(중국,일본) 1 1 3

원활한� 비즈니스의� 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의� 다양한� 문형과� 비즈

니스� 용어� 및� 회화,� 사업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익혀서� 비즈니

스의� 성공적인� 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

과목을�통해� 우선적인�문법과�기초회화를�익힌다.�

학과교양 글로벌비즈니스 1 2 3

글로벌비즈니스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다국

적기업의� 출현과� 생산� 활동�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마케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비즈니스의� 전략� 수입,� 그리고� 이를� 위한�

실무적�개념과�실천의�틀을�제공한다.�

학과교양 비즈니스지역언어Ⅱ(중국,일본) 1 2 3

원활한� 비즈니스의� 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의� 다양한� 문형과� 비즈

니스� 용어� 및� 회화,� 사업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익혀서� 비즈니

스의� 성공적인� 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

과목은�중급� 수준의�회화� 능력�향상에�중점을�둔다.�

학과교양�합계 12학점



 [전공필수]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개요

전공필수 회계학 1 2 3

회계학의� 기본� 내용인� 복식부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재무제표에� 사

용하는�계정별�과목의�특성을�학습한다.� 회계처리에�필요한�분기별�

결산과정을� 학습하고� 부가세,� 원가계정� 관리� 등을� 이해한다.� 재무

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 자료의� 취합과� 결산� 과정을� 살펴보고� 기

업회계의�입력,� 분석,� 결산�과정의�체계를�학습한다.

전공필수 글로벌환경과다국적기업 2 1 3

문화적,� 경제적� 환경� 등� 국제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국제화이

론,� 해외직접투자이론� 등� 국제경영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해

외시장진입전략,� 글로벌경영전략� 등� 국제경영전략의�수립과� 아울러�

국제마케팅관리,� 국제생산관리� 등� 효율적인� 국제경영관리� 방법에�

대해�학습한다.�

전공필수 비즈니스통계학 2 1 3

� 비즈니스� 통계는� 차료처리� 기법의� 기초적인� 내용이다.� 본� 교과에

서는� 기본적� 통계학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응용한� 자료처리� 분

석방법의� 다양한� 사례를� 배운다.� 자료처리와� 기초� 통계� 지식을� 기

반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글로벌� 경영,� 경제� 관련� 자료의� 처리와�

해석에�필요한�능력을�학습한다.

전공필수 글로벌마케팅 2 2 3

글로벌� 마케팅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마케팅� 기업의� 진화를� 살

펴본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 증대에� 따른� 마케팅� 활용� 방법의�

변화� 과정에서� 마케팅� 혁신의� 내용을� 이해한다.� 글로벌� 기업의� 다

양한� 마케팅� 혁신� 사례와� 성과의� 관계를� 사례로� 살펴보고� 주요내

용을�학습한다.� �

전공필수 국제경제법 2 2 3

국제경제� 관련� 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WTO� 협정의�

논의� 주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실제를� 학습한

다.�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과� 정책이�

이들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사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관련�

지식의� 실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련� 기초� 지식을� 학습한

다.

전공필수 국제통상론 3 2 3

WTO,� FTA� 등�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 통상

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 통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각종� 규범

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국제통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통상의� 개념,� 국제통상� 시스템

의� 운영� 원리,�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국제통상의� 논점� 및� 무역� 협정�

등에�대한�이해를�목적으로�한다.

전공필수�합계 18학점



 [전공선택]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개요

전공선택 비즈니스지역언어Ⅲ(중국,일본) 2 1 3

본� 교과목은� 원활한� 비즈니스의� 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의� 다양한�

문형과� 비즈니스� 용어� 및� 회화,� 사업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익

혀서�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교과목에서는� 고급� 수준의� 회화� 능력� 향상에� 중점

을�둔다.

전공선택 비즈니스글로벌문화 2 1 3

국가,� 산업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타문화권�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비즈니스의� 바탕이� 되는� 문화인류학

의� 조류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한다.� 서구의� 문화,� 이슬

람의� 문화와� 역사,� 남미의� 문화� 역사,�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문화갈등의�유형과�해결과정을�살펴보고�기업� 활동에�접

목할�수�있는�응용학습을�진행한다.�

전공선택 지역경제통합 2 1 3

경제통합의� 단계에� 맞춰� 심화해� 온� 지역공동체� 사례의� 경제통합과

정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연구사례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정

치,� 경제에� 대해� 탐구하고,� 제도적� 발전에� 관하여� 면밀히� 연구� 토

론한다.� 아울러�유럽연합의�국가통합경험을�타�지역�사례에�적용시

켜�본다.

전공선택 재무회계 2 1 3

기업재무회계의� 기초� 내용을� 이해하고� 재무회계� 관리� 방법을� 학습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기업재무의� 국제화에� 따라� 환위험

의� 관리� 및� 국제조세관리�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재무관리� 등을� 이

해한다.� 기업재무에�필요한�회계� 지식을�기반으로�기업재무의�내용

과�의사결정�과정에�해당� 자료를�활용하는�방법을�익힌다.

전공선택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2 2 3

비즈니스� 기업이� 직면하는� 의사소통� 과정의� 다양성을� 학습하고� 시

장에서의�의사소통이�글로벌�기업� 활동에�미치는�영향을�이해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의� 실질적� 응용을� 위해� 조별�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실무적� 역량을� 익힌다.� 또한,� 지역� 기업이� 처한� 실제� 사례

에� 접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소통� 기법과� 활용을� 학습한다.�

비즈니스� 커뮤케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writing,� presentation,�

public� speaking� 등을�훈련한다.�

전공선택 재무관리 2 2 3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for�

Business� Decisions)과� 경영상의� 문제점과� 시장제도의� 운용에� 적

용� 가능한� 경제적� 분석,� 가격ㆍ투입ㆍ산출의� 결정,� 경영정책에� 대

한� 경쟁� 환경�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증권거래� 시장의� 메커니즘과� 금융시장

의� 제도적� 구조� 및�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할인,� 자본예산,� 자산� 수익률의� 시계열� 패턴,� 분산� 및� 포트폴

리오이론�등이�다루어진다.

전공선택 지역무역협정과비즈니스활용 2 2 3

본� 강좌는� 최근�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FTA에�

대한� 이해,� 각� 지역별�통상환경�및� 협정,� 그리고�이를� 바탕으로� 기

업의� 활용방법을� 학습하여�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

설한� 과목이다.� 주로� RTA/FTA에� 대한� 기본내용과� 효과를� 이해하

고,� 지역별(북미� 및� 남미,� EU,� 유라시아,� 아시아� 등)� 통상� 환경의�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기업들이�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들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내용을�학습한다.

전공선택 비즈니스지역언어Ⅳ(중국,일본) 2 2 3

본� 교과목은� 원활한� 비즈니스의� 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의� 다양한�

문형과� 비즈니스� 용어� 및� 회화,� 사업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익

혀서�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교과목에서는� 고급� 수준의� 회화� 능력� 향상에� 중점

을�둔다.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개요

전공선택 국제거래법 3 1 3

물품,�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 등�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사법적인� 측면을� 체

계적으로� 취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을� 비롯한� 국제무역,� 신용장� 기타� 국제결제수단,� 국제금융,� 국제직

접투자,� 국제기술이전거래,� 국제건설계약� 등의� 주요� 국제거래� 분야

별,� 실체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국제상거

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과� 국제중

재의�절차법적�문제를�고찰한다.

전공선택 글로벌시장조사 3 1 3

글로벌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국내시장과� 다른� 국제

시장에서�필요한�정보조사�과정을�학습한다.� 주요� 의사결정에�따른�

가격,� 상품,� 경로,� 판매촉진정책을�이해한다.� 이러한�정책결정�과정

에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통계응용�

및� R프로그램,� Marketing� Research� with� Programming� 기술을�

습득한다.�

전공선택 국제e-비즈니스 3 1 3

디지털경제� 시대의� 중심이� 되고� 있는� e-business� 의� 조직에의� 활

용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e-Business� 전략의� 수립과�

최신� 이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e-Business� 개념과�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며,� e-Business� 모델의�

구축방법� 및� e-Business� 관련� 전략들을�학습한다.� 또한,� 교수의�기

본적인� 개념� 강의와� 함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뉴� 비즈니스� 모

델� 및� � e-Business� 분야에�대한� 사례를�함께� 토의한다.

전공선택 아시아지역의이해 3 1 3

국제관계에� 관한� 주요이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을� 중

심으로� 국제관계의� 다양한� 현안문제(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안보�

체제구축,� 냉전체제붕괴� 이후의� 동아시아에서의� 변화,� 한일,� 한중,�

중일관계�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

강생의�국제관계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전공선택 국제금융 3 1 3

글로벌�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통화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성된

다.� 본� 교과에서는� 각� 시장의� 특성과� 운영� 방식의� 기초적� 내용을�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통화정

책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각국�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통화경쟁

의�실제�변화과정을�이해하고�글로벌�기업의�대응방안을�학습한다.

전공선택 글로벌위험관리 3 1 3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경영리스크를� 분석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리스크관리� 기법과� 전략을� 공부한다.� 특히� downside� risk와�

upside� risk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적정� 리스크� 보유,�

자본구조� 및� 조달비용의� 최적화,� 안전관리와� 리스크관리의� 융합,�

포트폴리오� 이론,� 듀레이션� 면역전략기법,� 파생상품,� 보험� 및� ART

에� 기초한� 리스크� 헤지� 및� 리스크� 전가� 기법,� 시나리오� 분석� 경영

과� real� option에� 기초한� 의사결정� 이론� 등을� 통합적� 리스크관리�

차원에서�학습한다.

전공선택 비즈니스분석과의사결정 3 2 3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경영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해를� 구하는� 과학적� 기

법을�공부한다.� 여러� 가지� 경영에서의�사례문제를�엑셀을�활용하여�

모형화하고�해를�구하는�훈련을�한다.�

전공선택 국제운송·해상보험법 3 2 3

해상운송인�책임론과� 면책론,� 국제복합운송법과� 각국의�해상운송법�

비교� 등을� 학습한다.� 이로써�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능력을�제고하고�관련�내용의�실제�사례를�학습한다.�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개요

전공선택 글로벌SCM 3 2 3

본� 과목은� 의사결정과정에� 활용� 가능한� 계량분석기법들을� 소개하

며,� 경영과학의�분석� 기법을�고급화하고�실용화하는�전문성을�배양

한다.� 불확실한�상황에서의�의사결정�대안을�선택하는�실험적�기법

(simulation)을� 활용한� 분석을� 포함한다.� 컴퓨터� 활용� 스킬� 측면에

서� 엑셀� 프로그래밍(VBA:� Visual� Basic� Application),� Business�

Analytics� with� R� 등을�활용하는�훈련을�한다.

전공선택 국제정치경제 3 2 3

국제경제현상과� 구조,�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의� 심화와� 함께�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경제의� 본

질과�상호관계를�파악하고�글로벌�기업에�미치는�영향을�이해한다.�

글로벌� 기업� 활동과의� 구체적� 사례에서는� 운영전략과� 활동의� 변화

에�글로벌�경제이슈의�정치적�분석의�역할을�학습한다.

전공선택 글로벌조직운영론 3 2 3
글로벌기업경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조기

업� 및� 서비스� 산업� 내의� 합리적인� 시스템설계와� 관리를� 위한� 전략

적�이슈와�그�운영방안을�체계적으로�접근한다.

전공선택 비즈니스영어에세이 4 1 3

외국계� 회사� 지원� 시�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영어� 작성

법을� 학습하고� 익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실제� 문장�

단위의� 훈련뿐만� 아니라� 에세이� 전체의� 구성에� 대한� 훈련을� 통해�

학문적인�문서�작성의�전반에�관하여�학습한다.

전공선택 국제통상분쟁해결(캡스톤디자인) 4 1 3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통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

양한�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WTO의� DSU를� 중심

으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다자적� 접근과� 함께,� 최근� 전개되고� 있

는� ISD등� FTA� 협정� 내� 분쟁해결제도,� 그리고� 최근�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

로�학습한다.

전공선택 글로벌전략경영(캡스톤디자인) 4 1 3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조직의� 구조와� 기능� 및� 조직� 속의�

집단과� 개인의� 행동을� 이해한다.� 또한,� 개인차원에서� 개인의� 심리

와� 행동을� 학습하고� 동시에� 조직측면에서�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균형적으로�이해함으로써�효과적인�조직관리의�방향을�학습한다.

전공선택 수출입통관실무 4 2 3

글로벌� 수출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 과정의� 서류절차에� 대한�

실무적�이해와� 응용을� 학습한다.� 관세,� 비관세� 조치의� 현실적� 적용

과� 이를� 처리하는� 기업의� 실무과정을� 배운다.� 이로써� 통상물류� 분

야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해당� 과정을� 전

자문서를�기반으로�실습�중심의�수업을�진행하여,� 비즈니스�현장에

서�요구하는�전자문서를�활용한�통관�업무를�익힌다.

전공선택 글로벌다문화사회론 4 2 3

현대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민족과� 인종� 및� 문화집단들이� 함

께� 어울려�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

서�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 교과목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

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관련�이론과�실제에�대해� 알아보도록�한다.

전공선택�합계 72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