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대학전공기초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272  2022 Course Catalog

개설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개설학기 비고

TSF2003 범죄학 3 3 0 1

미래융합대학TSF2004 경영학의이해 3 3 0 1

TSF2005 사회복지학개론 3 3 0 2

교과목해설

 ● ● ●  College Of Applied Convergency

대학전공기초

TSF2003 범죄학 Criminology

범죄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틀을 이해함으로써 각종 범죄의 다양성
에 대해 깊이 알고, 각종 범죄이론의 해석, 작용 및 대책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grounding in criminological forms of understanding 
which should help to equip students for entry into further studies in the crime 
sciences in particular and other general areas. Lectures would focus on basic and 
useful concepts and skills about the criminal of which students are a part and the 
ways in which it is analyzed and investigated.

TSF2004 경영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생들은 경영학 전반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배우고 실제 기업 사례들을 분석한다. 경영
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 및 유형, 활동 등을 공부하고 세
부 전공분야들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general and analyze real business cas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any, which 
is the main research subjec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tudents will study the 
purpose, type, and activities of the company and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udy of the major fields of study.

TSF2005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입문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 사회복지란 무엇인지를 사회복지의 개념, 그 존재
이유, 역사적 발전과정, 사회적 배경, 조직과 운영의 학습을 통해 탐구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what social welfare is through introducing the 
concept, justification for existenc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social 
backgrounds,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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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미래사회의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영역의 수

요증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높은 인

권의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보안 전문가 양

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이론중심 교육의 

틀에서 탈피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기반

으로 한 특성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관 ·산 · 

학 연계를 통한 사회 참여형 인재 양성을 추구

한다.

❏ 인재상

• 높은 인권의식의 융합보안전문가를 육성

• 범죄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능력을 함양

•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보안전문가를 양성

• 사이버 범죄 해결 역량 배양

❏ 교육목적

   미래사회의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영역의 수

요증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높은 인

권의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보안 전문가 양

성 및 사회 참여형 인재양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

을 목표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첨단범죄 대응 

전문가 양성과 안전 및 보안산업 전문가 양성을 

추구하며 디지털 포렌식, 범죄학 및 법학 등의 

다양한 학문간 실천적 연계를 통해 융합보안 분

야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키워나가고자 한다.

❏ 정보분야

   정부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대응수준을 공인된 공시 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정보보호 공시제도). 또한 정보보호

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률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 맞춰 관련 전문가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포렌식 분야

   글로벌 디지털포렌식 시장은 연평균 12.5%

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

중화, 블랙박스, CCTV 등 IR 기기의 보급으로 

각종 사건ㆍ사고에서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아직은 소수의 기업만이 

관련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위해서 민간 시장의 활성화

가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인력의 확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범죄

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디지털 증거서비

 ● ● ●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융합보안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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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함한 민간 분야의 포렌식 시장은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공인탐정 분야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은 매 정부마다 강조

되어 왔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새로운 전문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적으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경제효과로 1조 2000억원, 일자리 1만 

5,000개의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종가족 

찾기는 물론,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소송자료 수

집 업무”, 보험사 자체조사만 가능한 “보험사기

조사”, 기업 자체조사만 가능한 “지적재산권 침

해조사 업무” 등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분야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강화와 사이버 및 

정보범죄 급증으로 인한 법과학적 수사의 사회

적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하여 정보보안분야의 전

문인력 양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주

요기관의 정보보안 부서, 회계법인, 증권 및 보

험 분야로의 진출과 더불어 경찰공무원, 군 수사

기관 등에도 진출도 가능하다.

물리보안ㆍ민간조사 분야 정보보안ㆍ디지털포렌식 분야

보안컨설턴트 및 관리자, 

민간공인탐정 등

정보보호(산업)기사, 

사이버수사관 등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인권의식 및 직업윤리 (태도 측면) 인성 및 가치관 함양

2 융합보안 전문지식 (지식 측면) 융합보안 분야의 법률지식, 범죄이론지식, 포렌식 관련지식

3 범죄현상 분석능력

(지식과 기술 측면) 범죄문제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대안제시 역량4 실무능력

5 융합보안 기술활용능력 (지식과 기술의 확장 측면) 포렌식기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

하며, 포렌식절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적용 · 개발할 수 있는 역량6 융합보안산업 선도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인권의식 및 직업윤리 O O

2 융합보안 전문지식 O O

3 범죄현상 분석능력 O

4 융합보안 기술활용능력 O

5 실무능력 O O

6 융합보안산업 선도 능력 O O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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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인권의식 및 직업윤리

1-1 피의자 및 피해자 인권신장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을 이

해할 수 있다.

1-2 직업 가치관 내재화
직업인으로서 가치관을 정립 

할 수 있다.

융합보안 전문지식

2-1 법률 지식 함양
융합보안 분야의 법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2-2 보안위협 예측을 위한 보안지식 강화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범죄현상 분석능력

3-1 범죄정보 수집 · 평가 기초지식 배양
범죄정보를 수집 · 해독하고 

문제를 진단 · 평가할 수 있다.

3-2 범죄정보 분석 능력 함양
범죄에 대한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3-3 비판적 사고 및 대안제시
분석결과에 대한 대안제시 능

력을 익힐 수 있다.

실무 능력

4-1 주요 융합보안 업무 이해

융합보안 분야의 활동영역과 

현황 및 업무내용에 대해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다.

4-2 융합보안 프로그램 개발

기존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원

리를 이해하고 취약점을 개선

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4-3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을 이해하고, 물

리보안 및 디지털보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융합보안 기술활용능력

5-1 포렌식기기 활용 기초 이해
포렌식기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다.

5-2 포렌식기기 활용능력 실제화
포렌식기기의 구성, 활용능력

을 습득할 수 있다.

5-3 포렌식 정보의 활용능력 함양

정보수집, 생성, 보고, 공유에 

관련한 방법, 절차, 기술을 숙

련할 수 있다.

융합보안산업 선도 능력

6-1 융합보안 분야의 주요 이벤트 이해

과거 융합보안 분야에서 주요

하게 다뤄진 사건들을 이해하

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6-2 융합보안 전문성 강화

현 융합보안 분야의 흐름을 파

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6-3 ICT 시대의 융합보안산업 이해

ICT시대의 융합보안산업 전반

을 이해하고 ICT 시대의 융합

보안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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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완 희

전 공 분 야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청소년비행, 테러리즘, 여성범죄

학사학위과정 Murray State University
Journalism(Mass 
communication)

언론학사

석사학위과정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riminal Justice(Criminal 

Justice)
범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Criminal Justice(Criminal 

Justice)
범죄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테러리즘

대 표 저 서

한국청소년 비행학(2017), 피앤씨미디어

한국범죄심리학(2015), 피앤씨미디어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2014), 피앤씨미디어

대 표 논 문

Responsibility and recidivism: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South Korean juvenile cases(2019),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The Pathways to Desistance: A Longitudinal Study of Juvenile Delinquency(2019), Deviant Behavior

Daily Routine Activity Patterns and Status Offending among South Korean Youth: A Test of 
Hawdon’s Reconceptualization of Involvement(2019),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김 연 수

전 공 분 야 경찰학,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피해자학, 범죄예방론, 과학기술과 경찰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형사학 전공) 경찰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 전공) 경찰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죄학 피해자학 범죄예방론 미래사회와 경찰활동

대 표 저 서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형사사법입문(제3판), 박영사, 2020

피해자학(제2판), 그린출판사, 2018

경찰학(제3판), 박영사, 2018

대 표 논 문

Racialized perceptions of the police: Measuring the dimensions of juveniles’ perceptions of the 
police(2019),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The Generalizability of Police Legitimacy: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Speeding Intention of 
South Korean Drivers(2019),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9), 한국경찰학회보



융합보안학  1277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AS2003 정보보호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PAS2004 형사사법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PAS2005 법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PAS2009 범죄심리학 3 3 기초 학사1~2년 2

PAS2013 디지털포렌식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PAS2015 경찰학 3 3 기초 학사1~2년 1

PAS2016 형사절차와 인권 3 3 기초 학사1~2년 2

PAS2018 네트워크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PAS2019 프로그래밍언어 3 3 기초 학사1~2년 2

PAS2020 운영체제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PAS4001 형법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02 피해자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05 형사소송법 3 2 1 전문 학사3~4년 2

PAS4006 범죄예방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AS4013 악성코드분석 3 2 1 전문 학사3~4년 2

PAS4014 산업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AS4017 범죄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18 범죄수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19 물리보안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20 운영체제포렌식 3 3 전문 학사3~4년 1

PAS4021 디지털프로파일링 3 2 1 전문 학사3~4년 1

PAS4022 모바일포렌식 3 2 1 전문 학사3~4년 1

PAS4023 미래사회와 경찰활동 3 3 전문 학사3~4년 2

PAS4024 테러리즘 3 3 전문 학사3~4년 2

PAS4025 데이터베이스조사 3 3 전문 학사3~4년 2

PAS4026 디지털포렌식실무 3 2 1 전문 학사3~4년 2

PAS4027 융합보안 캡스톤디자인 3 1 2 전문 학사3~4년 2

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5-1 5-2 5-3 6-1 6-2 6-3

1 정보보호개론 ○ ○ ○ ○

2 형사사법입문 ○ ○ ○

3 법학개론 ○ ○ ○

4 범죄심리학 ○ ○ ○

5 디지털포렌식개론 ○ ○ ○ ○ ○

6 경찰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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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1-1 1-2 2-1 2-2 2-3 3-1 3-2 3-3 4-1 4-2 4-3 5-1 5-2 5-3 6-1 6-2 6-3

7 형사절차와 인권 ○ ○

8 네트워크개론 ○ ○ ○ ○

9 프로그래밍언어 ○ ○ ○ ○

10 운영체제 ○

11 형법 ○ ○

12 피해자학 ○ ○

13 형사소송법 ○ ○

14 범죄예방론 ○ ○

15 악성코드분석 ○ ○

16 산업보안론 ○ ○ ○ ○ ○ ○

17 범죄통계학 ○ ○ ○

18 범죄수사론 ○ ○ ○ ○

19 물리보안론 ○ ○ ○ ○ ○ ○

20 운영체제포렌식 ○ ○ ○ ○ ○ ○

21 디지털프로파일링 ○ ○ ○

22 모바일포렌식 ○ ○ ○ ○ ○ ○ ○ ○

23
미래사회와 경찰

활동
○ ○

24 테러리즘 ○ ○

25 데이터베이스조사 ○ ○ ○ ○ ○ ○

26 디지털포렌식실무 ○ ○ ○ ○ ○ ○ ○

27
융합보안 캡스톤

디자인
○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권장 비교과 

프로그램전공기초 전공전문

안전 및 

보안산업 

전문가 

양성트랙

형사사법입문

법학개론

형사절차와인권

경찰학

범죄심리학

정보보호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피해자학

범죄통계학

범죄수사론

물리보안론

범죄예방론

산업보안론

테러리즘

범죄수사론

산업보안론

범죄예방론

테러리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트랙

형사사법입문

법학개론

형사절차와인권

범죄심리학

정보보호개론

운영체제포렌식

디지털프로파일링

모바일포렌식

데이터베이스조사

디지털포렌식실무

데이터베이스조사

디지털포렌식실무

악성코드분석

운영체제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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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경찰행정학부 POS2004 범죄수사론 3

경찰행정학부 INS4006 융합보안 3

경찰행정학부 INS4009 포렌식수사 3

법학과 LAW2043 형법각론1 3

법학과 LAW2055 형법각론2 3

법학과 LAW4101 개인정보법(캡스톤디자인)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7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44 컴퓨터보안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81 암호학과네트워크보안 3

■ 최대 인정 학점 : ( 12 ) 학점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융합보안학과 (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29 6 45 36 36 120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외국어 시험(TOEIC): 적용 제외

- 영어 강의: 적용 제외

- 졸업 논문

디지털포렌식개론

네트워크개론

프로그래밍언어

운영체제

  ▼

졸업요건                                       졸업논문

졸업 기준

PAS2003 정보보호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과 전자상거래의 방법, 신속한 정보의 획득, 공유, 분배가 빠르
게 진행되면서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환경 및 여타의 요건들로 인하여 인가받지 않은 불법 
사용자들로 인한 정보의 무단 유출 및 파괴, 변조와 같은 공격으로 민감한 기업 및 개인정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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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2004 형사사법입문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이 과정에서는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개요 및 일반적인 형법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적용을 학습한다.
범죄, 일탈의 정의와 개념을 논의하며 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검토한다. 각종 
범죄의 법적 정의와 민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탐구한다. 법 집행, 사법, 청소
년 사법, 교정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justice proces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general. Concepts of crime, deviance and justice will be 
discussed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ausality will be examined. Individua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will be explored, as will the legal definitions of 
various crimes. The law enforcement, judicial, juvenile justice and corrections 
subsystems will also be explored, and a number of reform proposals presented.

PAS2009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
론의 사례연구, 정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니즘, 비행잠재성
의 예측 등 범죄심리 분야의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area of psychology and law research on forensic 
psychology. Contents are as follows. The accuracy of witness statements, 
polygraph, hypnosis,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ibility and mental disorders, 
psychology in trials, sentencing, and overall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PAS2005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개론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기본 법률들의 중요한 내용을 수강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강좌이다. 그러므로 우선 법 그 자체의 의미와 그 법을 운영하
는 국가와 국민이 강의되고, 여기에 더하여 헌법, 민법, 형법이 가진 중요한 내용들이 강의
된다. 나아가 국가에 의하여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으로 사법재판
제도와 헌법소원제도가 소개된다.

Introduction to Law course is to introduce so important content of the basic law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students are generally understood. Therefore, the 
first course in the meaning of the Act itself and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at 
operate the law and teaching is Constitution, the Civil Code, the Penal Code are 
important with this in addition to the lectures here. Further judicial justice system 
and constitutional system is introduced as a way to remedy when fundamental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the state.

보 도난/노출로 인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어떠한 절차 체계에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보호 대책에 수립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Network-based Internet Informatization Learn the basic concept of information 
security. Students will learn basic procedures for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through learning about network, internet, system, code security and 
security system.

PAS2013 디지털포렌식개론 Introduction to Digital Forensic

이 강좌는 컴퓨터 보안의 응용ㆍ실무 분야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가 범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강좌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본개념 및 조사방법을 소개
하고, 사례분석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컴퓨터 보안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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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covers the general aspects of digital forensics,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of computer security. Digital forensics is a systematic study of a series of 
investigative processes that enable digital data to be used as evidence of crime.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concepts and research methods of digital evidence, 
and it is meaningful to improve the practical ability of computer security through 
case analysis and practice.

PAS2015 경찰학 Introduction to Policing

이 교과목은 경찰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
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연구·검토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police Science. Therefore, it 
covers basic concepts, problems, and policies of the police system.

PAS2016 형사절차와인권 Criminal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윤리를 학습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인권의식을 제고시키고, 기본원칙과 적법절차를 사전에 준수할 수 있는 인
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Respects the personality of the citizen, warmly serves everyone, establishes the 
righteous police figure who does not compromise with any injustice or illegality, 
and learns the fair police ethics that enforces the law only by conscience based on 
the people's trust. In addition, we aim to raise awareness of human rights so that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do not arise in conducting police affairs, and to 
nurture human resources who can observe basic principles and due process in 
advance.

PAS2018 네트워크개론 Introduction to Networks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teach essential concepts of networks.

PSA2019 프로그래밍언어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기초 수준의 프로그램 구현을 실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teach essential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 and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programming.

PAS2020 운영체제 Operation Systems

컴퓨팅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 운영체제의 역할, 동작 원리와 기능을 학습한다. 컴퓨팅 하드웨어의 주요 구성과 동작 
원리, 운영체제의 프로세스관리, 동기화, 메모리 관리 등을 학습한다. 이 과목을 통해 다른 
디지털프로파일링 과목과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This operational systems course presents an overview and advanced architectural 
features of computing systems, and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computer 
operating systems. This course covers the organization and design (the kernel and 
various subsystems),  of computing hardware devices and operating systems, 
process management, interprocess communication, process synchronization, 
memory management. It serves as a foundation of all high level digital profiling 
computing course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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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4001 형법 Criminal Law 

법의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정범 
및 공범론, 형벌론, 죄수론에 관해 학습하며, 나아가 형사소송실무 과정에서 법률의 중요한 
재판결정과 분석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또한 형법총론에서 터득한 지식을 기초로 현행법
상의 각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범죄규정을 분석, 검토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definition of criminal 
law, principle of legality etc., and theories of criminal act, definition of offence, 
criminal illegality, culpability, attempt, the principal offence & complicity, criminal 
sanction, award of punishment and concurrence.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crim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and compare types of penalty and terms of imprisonment elucidated in 
the criminal law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PAS4002 피해자학 Victimology

피해자학의 발흥, 피해자의 책임,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방어, 피해자의 형사사법제도, 피
해자보상제도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he 
interactions between victim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is, the police and 
courts, and corrections officials and the connections between victims and other 
social group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media, businesses, and social 
movements.

PAS4005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절차와 
소송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stitutional, legal process, criminal proceedings and proceeding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national authority of punishment subject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PAS4006 범죄예방론 Theory of Crime Prevention

경찰의 방범활동, 외근순찰활동, 풍속사범 및 각종 영업단속, 특수물건의 취급 및 단속, 경
범죄처벌법, 경찰관집무집행법상의 각종조치, 소년경찰 등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터득하고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습득한다.

This class consists of three major components: the rel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the prevention of victimization, and the causes of 
crime and the solution to reduce it.

PAS4013 악성코드분석 Malware Analysis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통제된 상황에
서 실행한 후 분석하여 판별한다. 다양한 운영체제 종류별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네트워
크, 어플리케이션 기반 취약점 발생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e course introduces the process by which the purpose and functionality of the 
given malware samples are analyzed and determined. The course will begin by 
describing the various types of malware including Virus, Worms, Trojans, Adware, 
Spywa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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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4014 산업보안론 Industrial Security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융합된 초연결사회에
서 정보의 유출 혹은 훼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부유출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의 확보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보
호하는 다차원의 융합 역할모형에 대한 연구 분야가 산업보안론이다. 산업보안전공은 통섭
적 학문으로 범죄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여 실
질적 보안 위험요소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The course is comprised of multi-disciplinary security program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developed by or entrusted to the field of 
industry. Students will learn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Security concepts and 
principles as well as a broad portfolio of solutions for industrial control networks.

PAS4017 범죄통계학 Criminal Statistics

범죄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계량
분석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signed to study basic statistical theory for crime data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 through various statistical programs

PAS4018 범죄수사론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의 역사, 이론 및 실습을 소개하고, 조사과정의 기본절차 및 수사실무기법의 적절
한 활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is course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investigative process, its 
basic procedures, and the appropriate use of investigative practices.

PAS4019 물리보안론 Physical Security

자산보호를 위해 물리적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
한다. 물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프로그램에서 실무자의 역할, 물리적 보안 계획 및 구현에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heories and principles for the 
application of physical security to protect assets. The course focuses on physical 
security, the roles people play in the physical security program, and physical 
securit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AS4020 운영체제포렌식 Operating System Forensics

운영체제에 대해 이해하고 포렌식 조사 수행을 위한 기술 및 절차를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operating systems are structured and organized. 
This course also deals with techniques of digital forensic process targeting 
operating system.

PAS4021 디지털프로파일링 Digital Profiling

디지털포렌식으로부터 수집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식별하고 유사사건을 
탐지하는 기법들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an investigative strategy to identify likely suspects and link 
cases that may have been committed by the same perpetrator based on 
accumulated digital data extracted by digital foren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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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4022 모바일포렌식 Mobile Forensics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보안 지식과 포렌식 조사 수행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covers mobile security issues and forensic techniques for investigating 
mobile devices.

PAS4023 미래사회와경찰활동 Future Society and Policing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범죄양상의 변화 및 사회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활동 및 활동에 활용 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과학기술을 접목
시켜 미래사회의 경찰활동 변화 및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ing of future society's policing activities and using 
scientific technique for policing. To deal with the changing criminal aspects and 
meet the security demands of the future society, This class looks at the changes 
in police activities and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of the future society.

PAS4024 테러리즘 Terrorism

종교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학, 범죄학, 경찰학 등의 융합학문으로 각종 테러리즘의 
현상과 원인, 특성 등 대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signed to study on counter-terrorism countermeasures such as 
phenomena,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terrorism through the 
convergence of religio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politics, military science, 
criminology, police science, etc.

PAS4025 데이터베이스조사 Database Investiga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해하고 포렌식 조사 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database systems and forensic 
techniques for investigating database systems.

PAS4026 디지털포렌식실무 Practical Affairs in Digital Forensics 

디지털포렌식 실무 능력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practical digital forensic affair.

PAS4027 융합보안 캡스톤디자인 Convergence Security Capstone Design 

이 수업에서 수강자는 다양한 학문을 융합한 활용한 융합보안을 학습한다. 학생들이 자신
의 융합보안관련 종합설계 작품을 만들면서, 시제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전 과정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기준의 설
정, 분석, 설계, 시험, 결과 도출 등의 설계 과정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개인별 지도교
수의 지도와 함께 지금까지 학습한 지식과 기슬을 응용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convergence security using  the convergence of 
various disciplines. This is a course in which students develop their ability to 
perform the entire process of finding and solving temporal problems while creating 
their own convergence security-related comprehensive design works. Students 
acquire deep experience to find their topics and solve the full process of practical 
projects, which are setting up ghoal, requirement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test and project management skill, Practical project is designed such that students 
apply to a realistic engineering problem the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hey 
have gained through their academic and independent studies. They work under 
supervision of a member of academic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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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증가

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

하는 선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

회복지임상·상담 전문가와 시설경영 전문가 등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하여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회복지상담학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

족 등 취약계층의 욕구와 문제, 나아가 고용·건강·교

육·주거·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법과 대

안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

복지학과 관련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졸업 후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

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화, 1인가구의 증가, 세대 

갈등과 사회적 소외 심화 등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

제의 등장으로 개인가구,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

공 주체 또한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 개발 및 전달을 위한 공공의 역할 또한 강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지

식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졸업 후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기관(종합사회복

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

설, 청소년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자선

재단, 기업사회공헌팀, 다양한 NGO 및 시민단체, 

의료기관(병원) 등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ling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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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함

양 능력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윤리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회문제 및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일반주의 모델 활용능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이해, 개발 및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다.

4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력  

사회복지 전문분야별 실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실천모델을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5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다. 

6
사회복지조직 및 비영리

조직 경영관리 능력

사회복지조직,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 및 역사적 맥락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7
독자적인 사회복지 조사 

연구 수행능력 

욕구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해 사회조사를 기획, 수행, 분석,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함양 

능력 
○ ○

2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능

력 
○ ○

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일반주의 모델 활용능력 
○

4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

력  
○ ○

5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

한 이해와 활용능력 
○ ○

6
사회복지조직 및 비영리

조직 경영관리 능력
○ ○

7
독자적인 사회복지 조사 연

구 수행능력 
○ ○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함양능력 

1-1 전문적 실천의 가치와 윤리 이해
전문적 실천의 가치와 윤리를 이해할 수 있

다. 

1-2 윤리적 딜레마 이해 및 대응 
사회복지 실천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

레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

한 이해능력

2-1 개인의 문제의 원인과 맥락 이해
미충족 욕구를 가진 개인의 문제와 행동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2-2 사회적 환경의 영향 이해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

회적 환경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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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 도출 및 

대안제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

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을 위

한 일반주의 모델 

활용능력

3-1 일반주의적 실천모델 이해 
사회복지개입을 위한 일반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다.

3-2 일반주의적 실천모델 개발 
사회복지개입을 위해 일반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3-3 일반주의적 실천모델 활용 
사회복지개입을 위해 일반주의적 관점에서 

실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3-4 사회복지대상 특성의 이해와 활용 
사회복지 대상별 특성을 이해하고, 각 대상

에 따라 실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력

4-1 실천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복지실천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4-2 실천모델 개발, 활용 및 평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모델을 개발, 활용 및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와 활용능력

5-1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역사적 맥락

이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들이 발생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5-2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활용 및 제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를 활용하고, 제안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 및 

비영리조직 경영관

리 능력  

6-1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및 역사적 맥락 

이해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환경 및 역사적 맥락

을 이해할 수 있다.

6-2
효과적인 경영관리 전략 수립 및 실

행 

효과적인 경영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6-3
사회적 경제 이해 고양 및 사회적 경

제 시장 분석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

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시장을 분

석할 수 있다. 

독자적인 사회복지 

조사연구 수행능력 

7-1 사회조사 방법론 기반 연구계획 수립 
사회조사 방법론을 기준으로 연구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7-2 독립적인 사회복지 조사 연구 수행   
연구계획에 따라 독립적인 사회복지 조사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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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최 상 미

전 공 분 야 사회복지

세부연구분야 비영리조직관리, 프로그램개발및 평가, 빈곤, 자활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행정전공
사회복지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대 표 저 서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Transforming society: Strategies for social development in Singapore and around the world. Book chapter

7. Routledge Publication.

Psychology of Hope (Edited by Katsaros, G. M). The Employment Hope Scale: Measuring an

Empowerment Pathway to Employment Success. Nova Science Publishers

대 표 논 문

Online Donation Experiences, Donation Awareness, and Intention of Future Donation Among 
Teenag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019

자활행동(behavioral self-sufficiency: BSS) 척도 개발과
자활 과정에 대한 이해 : 정서적 자활 이론의 확장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9

저소득청년의 자활경로에대한 탐구: 정서적자활, 진로준비행동, 경제적자활 간의관계. 사회복지연구

이 해 님

전 공 분 야 사회복지

세부연구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가정, 의료복지, 사회복지통계및조사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경영학학사

석사학위과정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ocial Work 사회복지학석사

박사학위과정 Boston College Social Work 사회복지학박사

담 당 과 목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

실습세미나
사회복지와 인권 

대 표 논 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CEs) and mental disorder in young adulthood: community violence and
latent class analysis. Preventive Medicine.

Living in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holds and body mass index trajectories in Hispanic adolescents:
Different associations by immigrant statu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Rac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e to sexual assault: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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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융복합 교육과정 교과목

- 교과목명: 사회복지행정정책 캡스톤디자인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비고

CAW2002 상담학개론 3 3 0 기초 1,2 1
청소년상담사 

3급과목

CAW200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기초 1,2 2 전필/법정필수

CAW2005 사회문제론 3 3 0 기초 1,2 1 법정선택

CAW2012 사회복지와인권 3 3 0 기초 1,2 1 법정선택

CAW2013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3 3 0 기초 1,2 1 법정선택

CAW2014 사회복지실천론 3 3 0 기초 1,2 1 전필/법정필수

CAW4001 아동복지론 3 3 0 전문 2,3 1 법정선택

CAW4002 청소년복지론 3 3 0 전문 2,3 2 법정선택

CAW400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전문 2,3 2 법정필수

CAW4004 노인복지론 3 3 0 전문 2,3 2 법정선택

CAW4006 장애인복지론 3 3 0 전문 2,3 1 법정선택

CAW4007 지역사회복지론 3 3 0 전문 2,3 1 법정필수

CAW4008 사회복지현장실습 3 0 3 전문 3,4 공통 법정필수

CAW4009 사회복지조사론 3 3 0 전문 3,4 2 전필/법정필수

CAW401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전문 3,4 2 법정선택

CAW4011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3 0 전문 2,3 1 법정선택

CAW4012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3 0 전문 2,3 2

법정선택/

청소년상담사 

3급과목

CAW4014 의료사회복지론 3 3 0 전문 2,3 2 법정선택

CAW4021 학교사회복지론 3 3 0 전문 2,3 1 법정선택

CAW4022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3 3 0 전문 3,4 공통 법정필수

CAW4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3 0 전문 3,4 1 법정필수

CAW4025 사회복지행정론 3 3 0 전문 2,3 1 전필/법정필수

CAW4026 사회복지정책론 3 3 0 전문 3,4 1 전필/법정필수

CAW4027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0 전문 3,4 1 법정선택

CAW4028 정신건강론 3 3 0 전문 2,3 2 법정선택

CAW4029 심리측정및평가 3 3 0 전문 3,4 2
청소년상담사 

3급과목

CAW4030 사회복지행정정책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3,4 2 -

CAW4031 집단상담 3 3 0 전문 2,3 2
청소년상담사 

3급과목

 필수이수 권장과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 권장에 따라서 아래의 법정 필수과목 중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5개 과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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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교과

영역
교과목명

학습성과 

1-1 1-2 2-1 2-2 2-3 3-2 3-3 3-4 4-1 4-2 5-1 5-2 6-1 6-2 6-3 7-1 7-2

대학

기초
사회복지학개론 O

전공

기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 O O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문제론 O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O O　 　 　 　 　 　 　 　 　 　 　 　 　 　

상담학개론

사회복지와인권 O O

정신건강론 O O

전공

전문

사회복지정책론 O O

사회복지행정론 O O O

사회복지법제와실천 　
　

　
　 　 　 　 　 　 　 　 O O

지역사회복지론 O O

사회복지조사론 O O

사회복지실천기술론 O O O

프로그램개발과평가 　
　

　
　 　 　 　 　 　 　 　 　 　 O O

사회복지현장실습 O O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O O

사회복지자료분석론 O O

아동복지론 O

청소년복지론 O

노인복지론 O

장애인복지론 O

정신건강사회복지론 　
　

　
　 　 　 　 　 O O

가족상담및가족치료 　
　

　
　 　 　 O O　 O　 　

의료사회복지론 O O

학교사회복지론 O O

심리측정및평가 　
　

　
　 　 　 　 　 　 O　 O　 　 　

집단상담 O O

사회복지연구세미나 O O

사회복지행정정책

캡스톤디자인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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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이수대상
운영

시기

연계된 

전공능력

연계된 

학습성과

연계된

교과목
주관 학과(부서)

실습비 지원 3-4학년 1,2
4.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력

4-1 실천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사회복지상담학과

CDD (Career 

Development Day)
전학년 1

4.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력

4-1 실천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전교과목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준비반 
4

겨울

방학 

4. 사회복지 실천현장 

적용 능력

4-1 실천분야별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법정필수교과목 사회복지상담학과

○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비교과 교육과정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이수권장 교과목 (2022~ ) 

권장 비교과 

프로그램세부전공목표 기초 전문 

사회복지실천

전문가트랙

전공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전공

선택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론 중 택 1 

사회복지정책 

행정

전문가 트랙

전공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전공

선택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행정정책 캡스톤디자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론 중 택 1

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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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회복지학과 SOW2009 사회복지발달사 3

사회복지학과 SOW2024 사회복지경제론 3

사회복지학과 SOW4004 가족복지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상담가 트랙 

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전공

선택 

상담학개론 (비법정선택)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론 중 택 1

졸업 기준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사회복지상담학과(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29 6 45 36 36 120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사회복지상담학과 단일전공 이수자(주전공: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전공 45학점을 이수해야함(필수 15, 필수 외 30) 

사회복지상담학과 복수전공 이수자(주전공: 사회복지상담학과, 복수전공: 타대학 타전공)는 전공 36학점을 이수해야함(필수 

15, 필수 외 21)

- 외국어 시험(TOEIC): 적용 제외 

- 영어 강의: 적용 제외

- 졸업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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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W2002 상담학개론 Introduction to Counselling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입문과목으로 상담학의 역사, 상담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론, 상
담현장에서의 주요한 쟁점들을 다루며 상담학이 다른 유사학문분야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counseling. Topics will 
include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how counseling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specialties in the broader fields of human service. It will focus on the theories that 
counselors use to inform their work and a variety of practical issues.

CAW200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관관계, 성격형성, 집단행동 등의 분석을 통
하여 사회복지방법론의 이론적 근거를 학습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병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의 치료와 해결을 이
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uma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provides the knowledge of 
normal and abnormal social functions

CAW2005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
사회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규정지어야 하며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
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개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 등 사회문제
에 대한 이해를 함양한다.

This course explores social problems and issues in contemporary fast-changing 
society and investigate how to solve each problem from both policy and practice 
levels.

CAW2012 사회복지와인권 Human Rights and Social Wefare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역사, 인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학습한다. 다양한 인권의 현장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정신장애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증진을 위
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본다. 

This course givens an overview of issues in human rights (children and youth, the 
elderly, immigrants and refugees, etc.) and students discuss how to protect and 
promote of their rights through both immediate and long-term action. 

CAW2013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Multicultural Social Work

다문화의 정의와 개념, 접근과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편견과 
인권 실태를 검토하고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실태를 비교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and respect culturally diverse 
populations. This course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the infusion of cultural 
diversity issues. In this course, we will look at oppression and marginalization and 
how it shapes various cultural norms and groups.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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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W2014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개별 사회사업의 개념, 기본원리와 배경, 원조과정의 지식과 기술, 개별 사회사업가의 자질
과 역할을 탐구해서 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It aims at understaing the concepts, theories, and backgrounds of respective social 
work services, knowledge and skills of provision and roles and qualifications of 
social workers.

CAW4001 아동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Children

건전한 아동의 성장 발육에 관련되는 제반 사회제도 및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다루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회사업기술을 습득시키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분야를 소개한다.

This course provides foundation for principles on the conditions of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partnerships among children, families, and human service 
professionals. The practice implications are explored at both the practice and 
policy levels. 

CAW4002 청소년복지론 Adolescent Welfare
사회복지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문제와 복지에 관한 제반이론과 실천을 학습한다. 특
히 청소년의 발달이해, 사회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을 취급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
적 실천능력의 배양에 대해 연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earch for the effective ways to help the youth 
by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ir various features. It also tries to teach 
students about the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youth welfare.

CAW400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ocial Work Practice Skills and 
Techniques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실천기술에 대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 전문가로서 자신의 태도, 가치, 윤리를 점검
하고 실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able students think and practice as social work 
practitioners. This course emphasizes on helping students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with which they can differentially assess the multiple, interrelated 
interventions needed to respond to clients' issues. 

CAW4004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the Elderly
노인복지에 대한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
체적인 복지사업을 탐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o the field of practice, providing a general orientation for 
students who want a exposure to the field related to the elderly. 

CAW4006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Disabilities
심신장애인복지의 역사와 현황을 연구하며 장애발생의 원인과 그 예방, 장애인 복지의 앞
으로의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케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eld of practice relating to disabilities, taking a 
problem-identification and problem-solving approach to the practice, delivery, and 
social policies in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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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W400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Social Work and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기술에 관련된 이
론과 기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It aims at studying theories and skills of providing assistances for communities and 
diverse fields of social work services for the community.

CAW4008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ork Field Placement

학교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을 현장 필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로써 훈련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develop generalist practice skills in working with individuals, 
families, groups,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CAW4009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사회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의 내용과 과정을 소개한
다. 이를 위해 표본조사법, 질문서법, 면접법, 관찰법, 실험적 방법 등의 양적 방법론과 현
지연구법, 민속방법론 등의 질적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tents and process of various research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a quantitative methodology such as sampling method, questioning method, 
interview method, observation method, experimental method, qualitative 
methodology such as local research method and folk methodology.

CAW401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Youth 
Program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요구분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의 추
구 가치의 수용 방법, 다양한 평가이론의 고찰 및 기법을 숙지를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ies and practices of youth programs, educational and 
social needs assessment, and program evaluation theories, and makes students to 
develop qualities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youth programs.

CAW4011 정신건강사회복지론 Mental Health in Social Welfare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기초와 실천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실천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 
인권과 권리중심 실천을 이해한다.

This course aims at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problem-producing behaviors 
and their ramifications on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that comprise the 
clientele in mental health settings.

CAW4012 가족상담및가족치료 Family Counselling and Therapy

가족의 사회적 기능, 가족문제의 원인 등에 관한 이론과 사회부적응 가족 및 문제가족에 
대한 원조 활동의 이론과 방법기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and clinical skills working with diverse urban 
families experiencing various stressors. Exploration and application of a range of 
family therapy models.  

CAW4021 학교사회복지론 School Social Work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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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W4014 의료사회복지론 Medical Social Work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복지와의 관계, 의료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와 가
치의 문제, 임상적 접근, 사회체계적 접근, 사례관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knowledge and skills in Ethical problems,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nd case management in identifying in medical setting. 

회복지사로의 진출을 고민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develop the basic knowledge and skills about school social 
work and think of the role of school social workers through review and discussion 
on related cases.  

CAW4022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Social work field seminar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수업이다. 세미나 수업
은 정책과 실천에 대한 검토와 논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을 키운다.

The social work field seminar is taken in conjunction with the field placement. This
seminar provid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engage in critical thinking, discussion and
exploration of theory, practice, policy and field practicum experience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have an opportunity to integrate the academic knowledge and
values taught in social work courses with their field placement experiences. In
addition, the seminar provides a forum for learning and building practice skills through
interaction, self-reflection, case discussion and other experiential activities.

CAW4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영역 그리고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주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관련법의 내용 파악을 주요 강의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과 다른 유사 법들과 
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실제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법들이 어떻게 관
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It studies various problems of social welfare law and to gain a professional eye on 
its development through understanding the ideology and constitution principles of 
laws o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The first section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systematic analysis method of social welfare law and social welfare 
justice.

CAW4025 사회복지행정론 Administration in Social Welfare

조직이론,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을 이
해한다. 

This course studies social work organizations with emphasis on their policy 
contexts, organizational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delivery systems. 

CAW4026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발
전과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론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 with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current domestic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development,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income maintenance, personal social 
services, and benefits.

CAW4027 사회복지자료분석론 Statistics in Social work 

사회 통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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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tends to develop the basic knowledge and skills about statistics in 
social using SPSS. 

CAW4028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신건강의 주요 쟁점과 정신장애의 진
단 및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원인을 이해
하고 정신건강 관련 사회복지실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various mental health issues over the life-course 
and covers the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Students learn how 
to provide services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practice. 

CAW4029 심리측정및평가 Psychological testing and assessments

지능, 성격, 적성과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검사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따라 심리측정을 위한 심리도구 
각각의 개발과정을 이해하여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test and measurement 
that can understand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such as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aptitude. This course covers basic knowledge of 
developing process of psychological tests and assessments. 

CAW4030 사회복지행정정책 캡스톤디자인 Macro social work (policy and 
administration) capstone design

사회복지정책, 행정 관련 주제로 스스로 과제를 설계, 기획하여 수행함으로써 논문개발 역
량을 향상한다.

Students improve capability to develop studies by designing, planning, and 
performing tasks related to social welfare policy and administration.

CAW4031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의 전반적인 절차, 기법, 특성 등의 이론을 습득하고 설명하며, 실습을 통해 집단
상담을 체험해 봄으로서 자기 통찰을 높이고 집단상담 기술을 활용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various theories 
of group works, the basics of group process, and professional and ethical issues 
involved in group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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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바탕

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인재 양

성

- 국제경영·국제경제·국제통상에 대한 명확한 분

석과 의사결정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경영·경제 

이론 전문가 양성

- 창의적 직무 수행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 실무 전문가 양성

  
   글로벌무역학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및 

경제 환경속에서 국제경영·국제경제·국제통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을 겸비한 글

로벌 경영·경제 이론 전문가와 글로벌 무역 실무 

전문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전공 이론과정과 함

께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글

로벌 비즈니스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품무역 분야만

이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 

외 국제투자와 현지진출 등의 분야에서도 통상

전문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IT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등의 증대로 글로

벌무역학 분야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글로벌무역학과는 다른 전공분야와 비교하여 

졸업 후의 진로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필요한 융합적 전문 인력

으로써 글로벌통상전문가, 글로벌금융전문가, 다

국적 기업의 전문경영인, 대학교원, 연구원, 관세

사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가 있다.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글로벌기업분석능력

글로벌 기업의 환경 분석하여 실제 적용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

2 경영·경제·무역 기반 경영·경제·무역 기반 융합적 사고능력이란 경영, 경제, 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이

 ● ● ●  Department of Global Trade

글로벌무역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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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

민

1 글로벌기업분석능력 O O

2 경영·경제·무역 기반 융합적 사고능력 O O

3 글로벌 무역실무능력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글로벌 기업분석능력

1-1
글로벌 기업의 본질 및 조직구조를 이해

하고 분석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

을 이해하고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1-2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의사소통방법을 설명할 수 있

다.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

사소통 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1-3
조직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기업조직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

해 기업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경영·경제·무역 기반 

융합적  사고능력

2-1

경영·경제·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융합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무역에 대

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2

글로벌 경영·경제·무역에 관한 이론적 전

문지식을 기반으로 실제무역관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지식을 기

반으로한 실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2-3

국제사회의 추세와 경제상황을 이해하여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추세와 경제상황을 이해

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상황대응 전략

과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실무능력

3-1
무역이론을 학습하여 무역현장업무에 적

용할 수 있다.

교과과정상의 무역이론 학습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무역관리직무 

및 무역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3-2

무역현장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대

처능력을 습득하여 무역현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현장업무를 수행할 때 단

계별로 업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

며, 무역실무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

며 무역관련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

다.

3-3

무역이론과 무역실무관련 과목을 종합적

으로 학습하여 무역실무에 적용할 수 있

다.

무역이론과 무역실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무역 및 통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융합적 사고능력
론적 전문지식과 실제 실무를 융합하여 국제사회의 추세와 경제상황을 이해하여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3 글로벌 무역실무능력
무역이론 및 무역실무를 무역현장업무에 적용하여 다양한 상황과 대처능력을 습

득함으로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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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도 형

전 공 분 야 국제경영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영, HRM과기업가정신, 조직이론과 경영전략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영국포츠머스대학교 경영학과(전공) 경영학박사

담 당 과 목 국제경영입문 다국적기업입문 글로벌인적자원이해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대 표 논 문

"Factors of Korea-China Product Trade According to GVC Changes: Focused on FTA" 2020(SSCI)

"Social media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SNS
communication network heterogeneity and social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2020(SSCI)

"An empirical study on consumers' intention to use a global business-to-consumer sharing platfor" 
2019(SSCI)

남  은  영

전 공 분 야 무역학

세부연구분야 국제경영, 무역학, 기술경영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Sun Yat-sen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과정 Renmin University of china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Doctor of Philosophy

담 당 과 목 경영학의 이해 국제금융이론

대 표 논 문

The domestic demand pull effect of South korea’s fiscal expenditure polices during the 2008 
financial crisis:Emprical Analysis Based on a VAR Model (박사학위논문)

A study of DS Company’s FDI Experience in china (석사학위논문)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TRA2002 국제경영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TRA2004 다국적기업입문 3 3 기초 학사1년 2

TRA2005 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2-3년 1 집중이수제

TRA2006 무역통계연습 3 3 기초 학사2-3년 1

TRA2007 경제학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2 집중이수제

TRA2008 국제통상입문 3 3 기초 학사2-3년 2

TRA4001 글로벌물류관리론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2 글로벌무역과마케팅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3 글로벌무역실무 3 3 전문 학사2-3년 1

TRA4005 글로벌수출입전략 3 3 전문 학사2-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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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TRA4007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08 글로벌마켓리서치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12 국제금융이론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13 무역리스크관리론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14 국제분쟁과협상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15 국제개발협력론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16 글로벌서비스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1 집중이수제

TRA4017 국제무역론 3 3 전문 학사3-4년 2

TRA4018 국제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TRA4019 글로벌파생상품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2

TRA4020 무역영어 3 3 전문 학사3-4년 2

TRA4021 아태지역통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집중이수제

TRA4023 글로벌전략경영론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24 글로벌인적자원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TRA4025 인적자원관리론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26 창업실무 3 3 전문 학사2-3년 2

TRA4027 글로벌경영분석론 3 3 전문 학사3-4년 2

TRA4028
4차산업과 

e-비즈니스(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1

 필수이수 권장과목

- 국제경영입문, 다국적기업입문, 회계원리, 무역통계연습, 경제학입문, 국제통상입문 

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별 

대표 교과목

학습성과

1-1 2-1 2-2 3-1 3-2 4-1 4-2 5-1 5-2

1 국제경영입문 1-3 ○

2 다국적기업문 1-1 ○

3 회계원리 ○

4 경제학입문 2-3 ○

5 무역통계연습 2-2 ○

6 국제통상입문 ○

7 글로벌무역과마케팅 2-1 ○

8 글로벌물류관리론 3-1 ○

9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

션
1-2 ○

10 글로벌인적자원이해 ○

11 글로벌전략경영론 ○

12 글로벌마켓리서치 ○

13 인적자원관리론 ○

14 글로벌서비스전략 ○

15 국제금융이론 ○

16 글로벌파생상품전략 ○

17 글로벌무역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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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이수대상 운영시기
연계된 

전공능력

연계된 

학습성과

연계된

교과목
주관 학과(부서)

자격증특강 전 학년
22년 

1학기 
전공능력3 학습성과3-2 글로벌무역실무

글로벌무역학과

자격증특강 전 학년
22년 

2학기 
전공능력3 학습성과3-2 무역영어

○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별 

대표 교과목

학습성과

1-1 2-1 2-2 3-1 3-2 4-1 4-2 5-1 5-2

18 글로벌수출입전략 ○

19 창업실무 3-3 ○

20 무역리스크관리론 ○

21 국제개발협력론 ○

22 무역영어 3-2 ○

23 국제통상론 ○

24 국제분쟁과협상전략 ○

25 아태지역통상론 ○

26 국제무역론 ○

27 글로벌경영분석론 ○

28 4차산업과e-비즈니스 ○

비교과 교육과정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권장 비교과 

프로그램전공기초 ➡ 전공전문

글로벌 

경영・경제 

전문가

국제경영입문

다국적기업입문

회계원리

경제학입문

➡

글로벌무역과마케팅

글로벌물류관리론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글로벌인적자원이해

글로벌전략경영론

글로벌마켓리서치

인적자원관리론

글로벌서비스전략

국제금융이론

글로벌파생상품전략

글로벌경영분석론

경영학원론(경영학)

마케팅원론(경영학)

국제경제론(경제학)

화폐금융론(경제학)

금융경제학(경제학)

-

무역

실무전문가

무역통계연습

국제통상입문
➡

글로벌무역실무

글로벌수출입전략

창업실무

무역리스크관리론

국제개발협력론

무역영어

국제기구론(정치외교학)

국제관계사(정치외교학)

시사영어강독1,2(영어통

번역)

무역중국어(중어중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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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국제통상학과 INT4001 국제금융론 3

국제통상학과 INT4009 국제무역과마케팅 3

국제통상학과 INT4012 국제협상의이론과실제 3

국제통상학과 INT4013 무역정책론 3

국제통상학과 INT4036 관세론 3

국제통상학과 INT4041 국제지역경제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18 ) 학점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글로벌무역학과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29 6 45 36 36 120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외국어 시험(TOEIC): 적용제외

- 영어 강의: 적용제외

- 졸업 논문

국제통상론

국제분쟁과협상전략

아태지역통상론

국제무역론

4차산업과e-비즈니스

시사중국어(중어중문학)

복수전공트랙

국제경영입문

다국적기업입문

회계원리

경제학입문

무역통계연습

국제통상입문

➡

글로벌물류관리론

글로벌무역실무

무역영어

국제무역론

인적자원관리론

창업실무

-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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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TRA2004 다국적기업입문 Engineering Economy
 국제기업의 다국적화 동기를 시작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론적 고찰, 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소개하고 21세기 한국 다국적 기업의 전망과 진로를 학습한다.

Cross-border investment is a key driver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 key driver of productivity growth. This course focuses 
on a comprehensive and informed evaluation of the role of multinationals from the 
entry level of business.

TRA2005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학의 기본 개념, 기능 및 장부조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창출하는 
원리와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한 전반적인 회계처리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challenging accounting concepts with examples that are 
familiar to students. It will make students a more efficient learner and are designed 
to prepare you for a business world.

TRA2006 무역통계연습 Statistical Practice in Trade

무역관련 현실문제에서 통계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
가 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핵심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covers all the latest advances, as well as more established methods, 
in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and optimization methods within modern industry. 

TRA2007 경제학입문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입문 과목은 기초적 경제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경제사례와 
이슈에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과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의 조건과 한계를 포함한다.

 'Introduction to Economics' studied basic economic theories and applications.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understand the economic example and issue. Topics include 
the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markets which are operated by individuals and firms.

TRA2008 국제통상입문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Trade

본 강의는 국제통상학의 기초지식과 기본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이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에 대해 살펴본 후 국제통상과 국제협상 그리고 
실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역실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This lecture introduces basic knowledge and basic theory of international 
commer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this course 
examines globalization of of enterprise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n 

TRA2002 국제경영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최신 경향을 대학에서 처음 국제경영학을 접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강의한다. 특히 지식이나 새로운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응용력을 배양시킨다.

 As many issues in international business are complex, the course focuses on the 
pros and cons of economic theories, government policies, business strategies, 
organizational structures, etc, from the entry level. In particular, this course is 
practical in nature and focuses on the managerial implications of each topic on the 
actual pract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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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trade 
practice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practice.

TRA4001 글로벌물류관리론 Global Logistics Management

글로벌 기업 물류의 통합, 공급체계 과정 관리를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임무, 공정 및 전략
을 제시한다. 특히 통합 로지스틱스, 고객 서비스, 글로벌 로지스틱스, 수요예측, 창고관리, 
로지스틱스 시스템 설계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global logistics, by 
surveying the development of marine or air transportation enterprises, the 
prospects of alternative transportation system, and logistics strategies.

TRA4002 글로벌무역과마케팅 Global Trade and Marketing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중, 특히 마케팅 관련 핵심개념과 마케팅 믹스를 
활용한 전략적인 이슈에 대한 응용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a comprehensive, classic principles text organized around an 
innovative customer-value framework. Students learn how to create customer value, 
target the correct market, and build customer relationships from a global perspective. 

TRA4003 글로벌무역실무 Global Trade Practice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식과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수출을 위한 자사 계획
과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학습하면서 실제 수출입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pecial topics of how to do exporting and importing business 
by introducing them to the procedures of business contracts, settling the terms of 
contracts, writing letters of credit, preparing insurance documents, and so forth.

TRA4005 글로벌수출입전략 Global Export-Import Strategy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과정에서 특히 수출과 수입에 초점을 둔 전략적 수출입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 how to comply with complex 
regulations, monitor transactions, maintain accurate records an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stiff fines. Students also learn about the cost management of how to 
handle every transaction from start to finish with no costly mistakes or delays.

TRA4007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21세기 인재에게 요
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모형을 설명하
고 개인·집단·조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취업서류 및 취업면접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success in today's digital 
workplace as well as tips on job searching skills. It explains the basics of 
communicating in the workplace, working in teams, how to being a good listener 
and understanding business etiquett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skills and 
activities involved in the writing process including the 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preparing formal reports and proposals as well as informal business reports.

TRA4008 글로벌마켓리서치 Global Market Research

해외시장조사의 개념과 절차를 학습하며, 특히 시장조사를 위한 분석 방법론을 학습한다. 
수출마케팅, 표본 설계,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시장조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인식 및 해결방
안에 초점을 두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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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focuses on a practical introduction to market research tools, 
approaches and issues. From planning and executing a project through to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the findings, the course explains how to use tools and methods 
effectively and obtain the most reliable results.

TRA4012 국제금융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Finance

글로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이동이 환율, 이자율,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ffect of capital movement on exchange rate, interest 
rate and balance of payments in global market.

TRA4013 무역리스크관리론 Risk Management in Trading

본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기업이 글로벌 위험을 줄이고, 어떻게 수익을 증대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헤징, 위험회피 및 수용 등 다양한 
전략적 관점들을 이해한다.

 This course provides how to minimize risk and increase profits. In particular, risk 
management in trading includes an introduction to hedge fund and proprietary 
trading desks and offers an in-depth exploration on the topic of risk avoidance and 
acceptance.

TRA4014 국제분쟁과협상전략 International Dispute and Negotiation Strategy

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한다. 이후, 기업 또는 정부의 양자간 및 다자간 국
제협상의 이론과 원칙 있는 협상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제협상의 사례를 구체적으
로 분석하여 협상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dispute. After that, the 
course applies game theory and bargaining theory to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negotiations and trade policy determination by inducing them to carry 
out the negotiation projects.

TRA4015 국제개발협력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국제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서,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개발정책, 제도, 추진계획 및 평가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학습한다.

Si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ave been reinforced, this course 
provides as introduction level of the following a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stitution, promotion plan and assessment.

TRA4016 글로벌서비스전략 Global Service Strategy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제품의 경쟁 수준을 넘어,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
위를 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이 강력한 서비스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학습한다. 또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서비스 컨셉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과정을 학습한다.

The cour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ervices in global economics. The first 
thing is to understand overall concepts of services marketing and apply it to global 
markets. From this basic step, students can understand how services create value 
for global customers without transfer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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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4017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무역의 기본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국제무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 등을 강의함으로써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경제 원리를 이해시킨다.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concepts of trade theory such as determinants of 
trade flows, trade patterns, gains from trade, and international factor mobility. It 
also deals with the types of trade impediments, their effects on resource allocation 
and welfare, and possible remedies for reducing their distortional effects.

TRA4018 국제통상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국가간 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GATT & WTO의 기능 및 규범,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통상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 고찰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basic concept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trading system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commercial policy, balance of payments, exchange rate determination and its 
fluctuation, open economy macroeconomics, and trade and growth.

TRA4019 글로벌파생상품전략 Global Derivative Strategy

국내외 투자와 관련한 수익과 위험, 그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다루는 투자 및 다양한 상품의 
투자개념과 관리적인 측면을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This course bridges the gap with state-of-the-art techniques for picking hedge funds, 
analyzing event risk, identifying relative value opportunities and managing CDOs. It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participants in the financial markets - whether they 
are trading or not - to understanding these credit products given their increasing impact.

TRA4020 무역영어 Business English

무역서한의 형식, 작성원리, 수출입거래 시 상호 교환되는 무역통신문 등을 연구하되, 특히 
거래제의 서한, 신용조회, 오퍼, 신용장, 선적통지, 클레임별로 나누어 작성요령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how to prepare business communication materials by 
providing them how to write letters of credit, prepare bills of lading, and so forth,

TRA4021 아태지역통상론 Theories of Asia-Pacific Regional Commerce

국제통상론에서 기본적으로 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관한 부분을 특화하여 학습한다.

 Based on the prior course,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is course 
especially studies theo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on the Asia-Pacific region.

TRA4023 글로벌전략경영론 Global Strategy Management

글로벌전략경영론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글로벌기업들이 가지는 기업경영의 전략들을 
이해하게 하는데 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조직수준의 전략, 경쟁적 전략, 전략적 유형 및 
기업의 내외적환경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The aims of this course is to mak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ield of strategy 
management in global firm. The content of this course consist of competitive 
strategy, level of organization strategy, strategic type and swot analysis.

TRA4024 글로벌인적자원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Human Resource 

 글로벌인적자원이해는 글로벌인적자원의 중요개념을 이해하는 기본과정으로, 주요한 주제
로는 기본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관리자, 종업원의 관리 및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학생들로 하
여금 글로벌 인적자원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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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understand the key concepts of global human 
resource. Topics include basic of HRM and decisions dealing with staffing and 
employee in organizations. The focuses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will 
provide all student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global human resource.

TRA4025 인적자원관리론 Human Resource Management

오늘날 조직들은 인적자원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쟁우위와 인적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인적자원관리의 이론적 내용과 이해를 제공하고 살펴본다. 

 Organizations in today’s business world recognize the value in human resources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that can be gained through state of the art human 
resource management.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s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TRA4026 창업실무 Start-up Practice

본 강좌는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평가 과정을 통하여 창업가들이 어떻게 기회를 발견
하고 사업화 하는지를 다루며, 본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끄
는 Entrepreneur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how entrepreneurs discover and commercialize opportunities 
through item discovery, business plan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Students who have taken this course aim to grow as Entrepreneurs who lead 
the world in their own way.

TRA4027 글로벌경영분석론 Global Business Analysis Theory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
은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본 교과목은 글로벌기업들이 직면하는 국제통상업무와 경영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분석이론과 기법 그리고 실천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학습
한다. 그 결과 습득한 다양한 경영분석이론을 현실의 실무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교육을 통
하여 기업 경영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global 
companies entering overseas market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a lot of 
uncertainty. This course comprehensively teaches various analysis theories, 
techniques, and practical cases necessary to effectively perform the international 
trade and management that is vital for global companies. As a result, the 
management analysis ability necessary for correct decision-making from corporate 
management is cultivated through practical education that applies the various 
management analysis theories acquired to practical practice.

TRA4028 4차산업과 e-비즈니스
(캡스톤디자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Business (Capstone Design)

 4차산업혁명에서 모든 사물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성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은 비즈니즈 활동비용 감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비즈니스의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global 
companies entering overseas market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a lot of 
uncertainty. This course comprehensively teaches various analysis theories, 
techniques, and practical cases necessary to effectively perform the international 
trade and management that is vital for global companies. As a result, the 
management analysis ability necessary for correct decision-making from corporate 
management is cultivated through practical education that applies the various 
management analysis theories acquired to practical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