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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 학과 목표
 

1. 국제관계학과는 오늘날 국가적,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 세계화와 정보사회화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국

제정세와 국제사회의 정치를 적확하게 인지,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학과목표를 두고 

있다.

 2.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제관계에 관한 새로운 학문 경향과 지식을 시의 적절하게 도입, 기존의 학문 

체계에 접목시킴으로써, 국제관계에 관한 우수한 지식체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3. 아울러, 충실한 교육을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 지역 간,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

여하려는 자세와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교수진 현황

강 유 덕       경제학박사(파리정치대학교), 국제무역, 개발경제학, 통상정책

강 준 영       정치경제학박사(대만국립정치대학교), 중국정치경제

김 면 회       정치학박사(자유베를린대학교), 독일정치, 유럽정치사, 유럽외교사, 비교민주주의연구

김 시 홍       사회학박사(Univ. of Gregorian), 이탈리아지역학, 서유럽사회변동

김 응 운       정치학박사(Univ. of Paris Ⅱ), 프랑스정치, 유럽정치

박 노 호       경제학박사(Univ. of Stockholms), 공공경제학, 북유럽지역학

서 명 교       사회학박사(Univ. of Cambridge), 종교사회학, 동남아시아 종교정치

소 병 국       역사학박사(Ohio Univ.) 동남아사, 동남아지역연구

손 영 훈       역사학박사(카자흐스탄과학아카데미역사민족학연구소), 중앙아시아역사

송 정 남       역사학박사(하노이국가대학교), 베트남역사

유 달 승       정치학박사(Univ. of Tehran), 이란정치문화, 중동지역학

오 종 진       국제관계학박사(터키빌켄트대학교), 터키ㆍ아제르바이잔 정치

이 병 도       정치학박사(한국외대), 태국정치, 동남아정치

이 지 은       정치학박사(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중앙아시아정치, 유라시아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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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국제개발협력론(Analyz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관계이론(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국제관계학총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법과 국제관계(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학 논문연습세미나(Thesis Writing Seminar)

국제경제론(International Economics)

경제학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Economics)

국제문화론(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lture Studies)

국제안보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기구와 국제NGO(Seminar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국제이주와 사회통합(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국제조직범죄와 테러리즘(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and Terrorism)

국제지역연구(Methods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국제시사분석(Seminar on International Issues)

국제통화질서와 통화정책(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Monetary Policy)

국제협상세미나(Seminar on International Compromise)

다국적기업과 국제질서(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International Order)

대외정책 비교세미나(Seminars on Foreign Policies)

종교와 국제관계(Relig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

지역통합론(International Regional Integration)

신국제질서와 민족주의(New International Order and Nationalism)

비교사회세미나(Seminar in Comparative Social Studies)

비교정치세미나(Seminar in Comparative Politics)

인류학과 국제관계(Anthrop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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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글로벌스탠다드(Globalization and Global Standard)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Studies)

중국정치경제론(Seminar on Chinese Political Economy)

한반도와 동북아국제정치(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한국의 대외정책(Korean Foreign Policy)

■ 관련 학칙 및 학과 내규

□ 입학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관련규정 개정일자 

: 2018. 6. 14)

2.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소정의 어학능력시험(한국어 또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능력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

 1)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2)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국내대학(한국)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4) 한국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3.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이상,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 이상의 정

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서 수료 학점을 취

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정규등록을 필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 미제출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 취득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2개 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최대 4개 학기 동안 소정의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연구등록은 매 학기 1/4선 내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

학위과정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5%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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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수료학점

1. 석사학위과정: 30학점(단, 2018 및 이전 학번은 33학점)

2. 박사학위과정: 36학점 

3.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54학점

4. 수료사정은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의 B⁰ (3.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이수영역 및 학점 

1. 석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논문지도Ⅰ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논문지도Ⅰ 및 졸업논문 학

점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제관계학과는 33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을 다르게 운영하는 학과이기에 선수과목을 면제합

니다. 

2.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1)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지도Ⅰ, 논문지도Ⅱ를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 및 

졸업논문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박사학위과정은 최소 36학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최소 5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합니다.

2. 수강신청 취소는 취소 후 신청학점이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4학기 학생은 제외입니다.

3. 수강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개설 교과목을 폐강합니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합니다.

□ 성적

1.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졸업논문과목은 학적부상에는 “P(Pass)”로 기재되며, 합격기준 점수는 “C⁰” 이상 취

득한 경우 입니다.

2. 본인이 취득한 성적이 “C⁺” 이하(단, 2017 및 이전 학년도 취득성적은 “C⁰” 이하)일 경우 동일 과목을 재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수강 이후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3/4선 이전에 학적부에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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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시험

1. FLEX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합니

다. 

2.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등록을 완료

한 사람으로 합니다.

3. 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로 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자국어 및 출신국가의 공용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로 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자국어 

및 출신국가의 공용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합격기준

1) 석사학위과정 

- TOEFL 550점 이상(iBT 79점)

- FLEX 읽기영역 300점 이상(600점 만점)

- FLEX iBT 읽기영역 300점 이상(500점 만점)

2)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 TOEFL 580점 이상(iBT 92점)

- FLEX 읽기영역 320점 이상(600점 만점)

- FLEX iBT 읽기영역 320점 이상(500점 만점)

□ 종합시험

1.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

여 응시료가 면제됩니다.

2.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됩니다.

3.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합니다.

4.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으로 합니다.

5. 시험시간은 석사과정은 각 과목 60분,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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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7. 종합시험 중 일부 과목이 불합격일 때에는, 이후 학기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8. 종합시험 과목 예시(단 종합시험 과목은 매학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석사과정(3과목): 국제관계학총론, 국제관계이론, 대외정책비교세미나

 - 박사과정(4과목): 국제관계학총론, 국제관계이론, 대외정책비교세미나

                  / 국제경제론과 국제문화론 중 택 1

  

□ 학위논문

1.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학기 전에 반드시 석사학위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과목을 신청하여 학위논문 제안심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지도교수의 별도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논문 지도과목(석사과정은 논문지도Ⅰ, 박사과정은 

논문지도Ⅱ)을 논문심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논문지도 과목은 C⁰ (71점 / 100점 만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합니다.

3. 학위논문 제안심사는 공개심사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가 평가하고,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심사위원 내정자 1인이 평가합니다.

4. 학위논문 제안심사는 주임교수가 주관하되,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합니다. 

3) 최소 1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4)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합

니다. 단, 지도교수는 학생이 부득이한 개인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 제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윤리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6)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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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1) 수료에 필요한 학점(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합니다.

3) 최소 2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4)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정규 또는 연구등

록을 한 자로 합니다.  단, 지도교수는 학생이 부득이한 개인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영구

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 제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

여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윤리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6)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 및 원고 제출]

1. 학위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와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원고를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를 지도교수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위논문 작성 언어 및 분량]

1.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어로 작

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논문의 분량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A4용지 2줄 간격 기준으로 원고 50매 내외,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매학기 3/4선까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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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1. 석사학위과정: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합니다.

2. 박사학위과정: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하되, 학교 외부인사(2인 이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장]

선정된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주심(위원장) 1인,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주심(위원장) 1인, 부심(부위원

장) 1인을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합니다. 

[학위논문 심사]

1. 석사학위과정: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박사학위과정: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를 해야 하며,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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