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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1. 교육목표 

  세계화 시대의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국제화 및 정보화의 흐름에 대한 심오한 학습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의 연구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경제학 학위: 국제경영, 국제경제

무역학 학위: 국제상무

박 사
경제학 학위: 국제경영, 국제경제

무역학 학위: 국제상무

석·박사 통합
경제학 학위: 국제경영, 국제경제

무역학 학위: 국제상무

3. 교과목해설

DDDA06906 해외시장조사론(INTERNATIONAL MARKETING RESEARCH) [3학점 3시간]

해외시장조사와 관련된 이론과 통계적인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학습한다. 해외시장조

사의 의의와 방법을 비롯해 상품소개의 방법, 바이어 발굴 요령과 유의사항, 마케팅 리서치

의 이해와 예비조사 단계 및 조사정보의 구조와 기능, 질문서의 작성, 표본조사의 설계, 자

료수집방법, 조사결과의 통합과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학습한다.

DDDA06909 E-COMMERCE(E-COMMERCE) [3학점 3시간]

오늘날 기업의 중대한 전략기반이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전자상거래, EDI,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무역의 기본개념과 특성, 원리, 기법 등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재래식 무

역의 거래형태에 비교되는 전자무역의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국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E-Commerce 전략, 운영 및 관리 등을 이론과 사례 등을 통해 학습

한다.

DDDA06910 E-MARKETING(E-MARKETING) [3학점 3시간]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영원리와 이론, 특히 마케팅의 새로운 도구인 인터넷마케팅의 기본개

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관리와 전략(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 브

랜드, STP, 마케팅믹스 등)을 사례별로 학습한다. 인터넷 마케팅의 실행과 평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DDDA17660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THEORY) [3학점 3시간]



186

실업,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측면에서 거시경제 집계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발달과정을 학습한다.

DDDA25715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학점 3시간]

경제이론, 수리경제학 그리고 통계학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경제학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써 수식화된 경제변수간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수의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 관계의 논리성을 검증하거나 예측함을 목적으로한다.

DDDA25726 고급거시경제학(ADVANCED MACRO-ECONOMICS) [3학점 3시간]

상술한 ‘거시경제이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

으로 하며, 거시경제학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

다.

DDDA25739 고급미시경제학(ADVANCED MICROECONOMICS) [3학점 3시간]

상술한 ‘미시경제이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

으로 하며, 미시경제학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

다.

DDDA25833 미시경제학(MICROECONMIC THEORY) [3학점 3시간]

미시경제학을 크게 시장과 시장실패의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는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시

장이론, 생산요소시장, 소득분배이론, 일반균형이론을 후자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DDDA26188 국제경제협력론특강(ASSDVANCED STUD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

[3학점 3시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경제공동체, 경제연합 등 다양한 국제경제 통합의 경제적 특성과 

국제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DDDA26196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3학점 3시간]

해외시장의 특성과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마케팅 기회의 포착과 시장의 개척, 그리고 특정국 

시장에 대한 적응(adaptation)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되 특히 소비행동 요인의 분

석, 마케팅 정보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심층 연구한다.

DDDA26203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3학점 3시간]

국제무역의 현상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 순수이론 과목으로 비교생산비설을 중심으로 발

전된 국제무역이론 및 정책, 무역의 역할과 기능, 무역의 실제, 무역의 인과관계 및 무역과 

경제발전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DDDA26207 국제무역상품론(COMMODITY SCIENCE) [3학점 3시간]

상품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가치론, 상품분류(H.S.제도), 품질, 상품감정, 상표, 디자인과 

포장, 환경과 상품, 상품의 소비자행동, 상품에 관한 규제법규 등에 대해 연구하되, 국제경쟁

력 강화의 차원에서 무역상품의 조건을 연구한다.

DDDA26242 무역보험론(MARINE AND EXPORT INSURANCE)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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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과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관

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일반 보험이론과 정책에 관한 이해, 해상보험의 원리와 기본과제를 심

층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사례연구를 통해 해상보험의 효율성과 제반 과제를 연구한다.

DDDA26251 외환론(FOREIGN EXCHANGE THEORY) [3학점 3시간]

외환의 기초개념(정의, 기원, 특징 등)을 이해하고 외환거래의 방법(송금환, 추심환 등), 외환

거래계약 등을 학습한다. 아울러 외환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외환의 시세 변동과 그 관리,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과 그 이동을 중심으로 한 제반 이론과 원리, 기법 등

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DDDA34042 관세평가론(CUSTOMS VALUATION) [3학점 3시간]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다양한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관세평가론은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연구한다. WTO관세평가협정을 중심으로 관세

평가규칙, 주요국의 관세평가사례 및 판례를 연구한다.

DDDA34061 국제회계론(INTERNATIONAL ACCOUNTING) [3학점 3시간]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서 경영목표가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자본조달 기능을 학습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

무제표 작성 원리와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경영분석 기법을 Excel을 활용

하여 학습한다.

DDDA34179 통상정책론(INTERNATIONAL TRADE POLICY) [3학점 3시간]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기조, 통상정책의 수단, 통상정책의 현실과 과제 등을 이론적-정

책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의 본질을 파악한다. 아울러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연

구 및 그 정책과 도구들의 선택 및 적용과 관련된 원리와 기법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DDDA36590 국제경영론(INTERNATIONAL BUSINESS) [3학점 3시간]

현대기업의 국제경영원리를 소개한다. 국제경영관리의 본질, 경영계획, 의사결정, 경영통제, 

조직형성, 재화 및 생산요소 그리고 기업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국제기업 또

는 다국적기업의 국제 경영관리에 관한 문제를 소개하고 학습한다.

DDDA37524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 [3학점 3시간]

대학원 석, 박사과정에서 국제무역학(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상무 전공)을 연구하는 데 필

수적인 연구방법론과 실증분석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한다. 사회과학 일반의 

Methodology, 조사방법론, 통계적 분석방법론 등을 강의한다.

DDDA38595 국제재무론(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3학점 3시간]

다국적기업이 재무관리활동(자본조달, 국제자본예산, 해외직접투자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

의해야 할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다국적기업의 재무전략과 리스크관리전략 

등을 기업재무관리의 일반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DDDA38600 보험경영론(INSURANCE COMPANY OPERATIONS) [3학점 3시간]

본 교과는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및 보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의 성격을 분

석한다.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의 성격과 내용, 보험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험료 산정과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학습한다.

DDDA39185 상사중재론(COMMERCIAL ARBITRATION)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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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종인 상사중재제도에 관해 학습

한다. 주요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적인 통일 규칙을 근거로 중재제도의 역사적 고찰, 중재계

약과 준거법, 중재신청, 중재판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DDDA45176 일본경제론(JAPANESE ECONOMY) [3학점 3시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2위의 경

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일본의 자본, 기술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한 반면, 세계시장에

서는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본 교과에서는 일본

경제의 발전과정, 산업, 기업과 경영, 시장, 사회, 대외경제,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제고를 주

요 목표로 한다.

DDDA45180 중국경제론(CHINESE ECONOMY) [3학점 3시간]

지난 30년간 연평균 10%의 초고속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 성장촉진요인, 개혁개방, 구조변화, 성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정

치경제체제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주로 학습하며,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한·중간의 무역·통상관계 및 현안 등도 학습한다.

DDDA47043 국제회계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ACCOUNTING) [3학점 3시간]

상술한 ‘국제회계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국제회계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을 추구한다.

DDDA47461 계량경제분석세미나(SEMINAR IN ECONOMETRICS) [3학점 3시간]

상술한 ‘계량경제학’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계량경제학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62 국제경영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MANAGEMENT) [3학점 3시간]

‘국제경영론’ 교과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세계화 조류의 의미를 비롯하여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숙지하게 하고, 국제경영의 관리와 

통제의 요체를 강론하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 분야의 사례연구에 중점을 둔다.

DDDA47463 국제경영전략(GLOBAL MANAGEMENT STRATEGY) [3학점 3시간]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의 심화로 급변하고 다변하는 국제기업환경에 대응한

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비교우위, 경쟁우위를 포함한 전략적

우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경영전략 및 표준화, 현지화 전략, 소유권 전략 등에 대해

서 연구한다.

DDDA47464 국제경영전략세미나(SEMINAR IN GLOBAL MANAGEMENT STRATEGY) [3학점 3시간]

‘국제경영전략론’ 교과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경영전략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65 경제통합론(ECONOMIC INTEGRATION THEORY) [3학점 3시간]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국제경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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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노

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경제통합의 형태와 그 경제적 효과 등을 

연구한다.

DDDA47466 경제통합세미나(SEMINAR IN ECONOMIC INTEGRATION) [3학점 3시간]

상술한 ‘경제통합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경제통합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67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3학점 3시간]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상품 및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그리고 이들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원리를 다룬다. 또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 전략 등을 소개한다.

DDDA47468 파생금융상품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DERIVATIVES) [3학점 3시간]

‘파생금융상품’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파생금융상품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69 국제금융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FINANCE) [3학점 3시간]

‘국제금융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금융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0 국제마케팅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MARKETING) [3학점 3시간]

‘국제마케팅’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마케팅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

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1 해외시장조사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MARKETING RESEARCH)[3학점 3시간]

‘해외시장조사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해외시장조사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2 무역관습론(INTERNATIONAL COMMERCE PRACTICES) [3학점 3시간]

국제상품매매계약, 무역결제 등 무역상관습 및 특별 약정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특정국에 대한 상관습을 사례별로 연구하여 무역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무역계약 및 무역조건에 대하여 연구하되 Warsaw-Oxford Rules,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Incoterms, E-UCP, UCP600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DDDA47473 대금결제론(PAYMENT SETTLEMENT THEORY) [3학점 3시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무역거래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제상업회의소 제정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을 실무 측면에서 관련시켜 본다.

DDDA47474 무역이론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TRADE THEORY)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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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무역론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

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5 통상정책세미나(SEMINAR IN TRADE POLICY) [3학점 3시간]

‘통상정책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통상정책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6 무역계약론(TRADE CONTRACTS) [3학점 3시간]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이행 및 종료에 따른 계약이론과 실제를 물품매매 중심으로 법리적-

상거래적 양면을 조화시켜 폭넓게 고찰한다. 무역계약 관련 지식과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무

역계약 조건, 물품매매계약법과 정형무역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DDDA47477 무역계약세미나(SEMINAR IN TRADE CONTRACTS) [3학점 3시간]

‘무역계약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무역계약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8 상사중재세미나(SEMINAR IN COMMERCIAL ARBITRATION) [3학점 3시간]

‘상사중재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상사중재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79 운송물류론(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ORY) [3학점 3시간]

국제운송물류(해운, 공운, 육운 중심)의 중요성과 역할, 국제운송물류와 관련된 원리와 주요 

기법, 제반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국제운송물류의 현황을 분

석하고, 특히 해상운송물류의 정책 및 실무와 관련된 특성을 학습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제운송물류 허브(Hub)화 전략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DDDA47480 운송물류세미나(SEMINAR 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ORY)[3학점 3시간]

‘운송물류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운송물류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81 국제재무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3학점 3시간]

‘국제재무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재무관리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82 해외지역연구(AREA STUDIES) [3학점 3시간]

세계의 주요 시장(미국, 일본, 중국, EU, BRICs 등)을 대상으로 주요 지역의 경제, 정치, 사

회, 문화 체제 등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함을 주안점으로 한다. 지역연구의 주요 연구접근법

(approaches)를 사용해 주요 국가-지역의 경제발전 과정과 최근 동향, 산업구조, 정치경제 

및 사회문제 체제의 특징 등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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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A47483 해외지역경제세미나(SEMINAR IN AREA STUDIES) [3학점 3시간]

‘해외지역연구’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해외지역연구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84 국제무역법(INTERNATIONAL TRADE RELATED LAWS) [3학점 3시간]

세계 주요 국가 및 주요 국제기구의 국제무역 법규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국제무역법 내지 규칙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ISO 9000, 제조물책임법, HACCP, UL, 

신용장통일규칙, Incoterms, 추심통일규칙 등을 대상으로 한다.

DDDA47485 해외투자론(FOREIGN INVESTMENT THEORY) [3학점 3시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직접투자방식에 대해 해외투자이론과 모형, 실행기법을 학습

한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마케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외국인투자유치조직론, 외국인투자마케팅기법, 외국인투자 

정책평가 등을 학습한다.

DDDA47486 대금결제세미나(SEMINAR IN PAYMENT SETTLEMENT THEORY) [3학점 3시간]

‘대금결제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대금결제방식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87 무역보험세미나(SEMINAR IN TRADE INSURANCE THEORY) [3학점 3시간]

‘무역보험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무역보험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88 외환론세미나(SEMINAR IN FOREIGN EXCHANGE THEORY) [3학점 3시간]

‘외환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

환거래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

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90 재무리스크관리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RISK MANAGEMENT) [3학점 3시간]

‘재무리스크관리’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무리스크관리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91 한국무역세미나(SEMINAR IN KOREA TRADE) [3학점 3시간]

대한민국 성립 이후 시대별로 한국무역의 전개상황과 발전과정, 무역구조를 학습한다. 나아

가 한국무역의 특징, 무역관리정책, 수출지원정책(수출보험 포함), 수입 자유화, 외환과 국제

수지, 관세정책, 해외투자, 문제점 및 과제 등의 주제로 나누어 시기별 변화과정과 현황을 

학습한다.

DDDA47492 미국경제론(U. S. ECONOMY) [3학점 3시간]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와 시장을 지닌 미국경제의 발전동향과 문제점, 경제구조, 주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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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습대상으로 삼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과 여건 및 한미간의 무역-통상

관계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DDDA47493 미국경제세미나(SEMINAR IN THE U. S. ECONOMY) [3학점 3시간]

상술한 ‘미국경제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미국경제 및 한미관계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

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94 일본경제세미나(SEMINAR IN THE JAPANESE ECONOMY) [3학점 3시간]

본 교과는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산업, 기업과 경영, 시장, 사회, 대외경제,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특히 일본경제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와 문제에 관해 기 발간된 저

서, 논문을 발표, 토론하거나 사례분석을 통해 일본경제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DDDA47495 중국경제세미나(SEMINAR IN THE CHINESE ECONOMY) [3학점 3시간]

상술한 ‘중국경제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중국경제 및 한중관계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

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496 유럽경제론(EUROPEAN ECONOMY) [3학점 3시간]

그동안 관세동맹, 공동시장, 공통화폐 도입 등의 통합진전을 보이면서 세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EU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유럽경제의 발전과정과 발전동

향, 구조변화, 정치경제체제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학습하며, 한·유럽 간의 무역·통상관계 

및 현안 등도 학습한다.

DDDA47497 유럽경제세미나(SEMINAR IN THE EUROPEAN ECONOMY) [3학점 3시간]

상술한 ‘유럽경제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유럽경제 및 한-유럽관계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

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

를 추구한다.

DDDA47498 다국적기업론(MULTINATIONAL CORPORATION THEORY) [3학점 3시간]

글로벌 환경에서 다국적기업의 전략수립 및 경영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례를 학습

한다. 주요 학습주제는 글로벌 환경 분석과 이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유형 및 특징,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이론, 다국적기업 조직에 대한 이론 및 조직형태, 경영활동의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 및 의사소통 관리 방법, 다국적기업 경영활동 평가 등으로 구성된

다.

DDDA47499 다국적기업세미나(SEMINAR IN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ORY) [3학점 3시간]

다국적기업론의 심화과정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학습과 사례분

석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의 직면한 글로벌 환경 및 현지화 환경에 대한 관리기법과 경영

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다국적기업의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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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주제에 대해 해당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과정을 첨가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다국저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DDDA47500 해외투자세미나(SEMINAR IN FOREIGN INVESTMENT) [3학점 3시간]

‘해외투자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해외투자(FDI, ODI 등)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501 보험경영세미나(SEMINAR IN INSURANCE MANAGEMENT) [3학점 3시간]

상술한 ‘보험경영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

로 하며, 보험경영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504 복합무역론(CONVERGENCE TRADE) [3학점 3시간]

최근 무역 분야 및 패러다임 확대에 따라 무역의 대상이 물품에서 서비스, 전자적 무체물, 

관광 및 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이러한 무역대상이 혼합되는 복합무역이 발전하고 있다. 새롭

게 부각되는 복합무역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실무기법, 모델 등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DDDA47505 복합무역세미나(SEMINAR IN CONVERGENCE TRADE) [3학점 3시간]

상술한 ‘복합무역’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복합무역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을 추구한다.

DDDA47506 국제경제특수주제연구(SPECIAL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3학점 3시간]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의 심화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이슈

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편성된 교과목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하

는 특수주제(예: 무역-노동연계, 무역-환경연계 등)나 수요가 급증하는 최근의 이슈, 혹은 새

롭게 개발된 분석이론/기법 등을 선정하여 학습한다.

DDDA47507 국제경영특수주제연구(SPECIAL ISSUES IN INTERNATIONAL MANAGEMENT)[3학점 3시간]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의 심화로 국제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이슈

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편성된 교과목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하

는 특수주제(예: 다국적기업의 중국마케팅, Long-tail Marketing 등)나 수요가 급증하는 최근

의 이슈, 혹은 새롭게 개발된 분석이론/기법 등을 선정하여 학습한다.

DDDA47508 국제상무특수주제연구(SPECIAL ISSUES IN INTERNATIONAL COMMERCE) [3학점 3시간]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의 심화로 국제상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이슈

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편성된 교과목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하

는 특수주제(예: 新(신)무역실무, DDA 등 신무역규범 등 등)나 수요가 급증하는 최근의 이

슈, 혹은 새롭게 개발된 분석이론/기법 등을 선정하여 학습한다.

DDDA47509 국제상무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3학점 3시간]

‘국제상무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국제상무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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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A47510 국제상무(INTERNATIONAL COMMERCE) [3학점 3시간]

국제 무역거래의 실체와 관습의 해명과 아울러 정확한 무역의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여 이론

에 정통하고 실무에 능통하도록 한다.

DDDA47511 무역관습론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E PRACTICES) [3학점 3시간]

‘무역관습론’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무역관습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

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512 E-marketing세미나(SEMINAR IN INTERNET MARKETING) [3학점 3시간]

‘E-Marketing’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인터넷 마케팅의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 효과를 추구한다.

DDDA47513 국제기업법(INTERNATIONAL BUSINESS LAW) [3학점 3시간]

무역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통상법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다국

적기업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연구한다.

DDDA47514 전자무역(E-TRADE) [3학점 3시간]

IT 발전과 함께 마케팅, 상담, 계약, 원자재조달, 운송, 대금결제 등 제반 무역업무를 가상공

간(cyber space)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전자무역이 출현하여, 무역거래

의 방식과 관행 및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무역 관련 주요 원리와 실

무기법, 모델 등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DDDA47515 전자무역세미나(SEMINAR IN E-TRADE) [3학점 3시간]

상술한 ‘전자무역’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박사과정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전자무역의 최근 발전동향 및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사례분석 및 

Term-paper 형식의 연구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심화학습을 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