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관계학과

Goals and Objectives 

1) Grounded on the belief that the Department needs to take the lead in creating the aspired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societ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at 
HUFS Graduate School aims to prepare professionals, who can promptly and accurately discern, 
analyze, and predict fluctuating condi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history, society, 
and cul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2) The Department combines Korea’s academic achievements with new research trend and scientific 
knowledg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order to establish the latest and developed knowledge system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3) With such devoted education, the Department strives to foster an environment that trains 
professionals with mindset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for all mankind and necessary 
qualification. 

Faculty

 Chang, Byung Ock Ph.D. in Politic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ddle East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Central 
Asia

 Choi, Young Soo Ph.D. in Literature, Dankook University
History of the Iberian Peninsula, History of Latin America

 Hong, Soon Nam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iro
History of Middle East Politics, Terrorism 

 Kim, Eung Woon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de Paris II
French Politics

 Kim, Jong Suck Ph.D. in History, University of Warszwski
History of Pol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Area Studies

 Kim, Si Hong Ph.D. in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Gregorian
Social Change in Western Europe

 Kim, Ung jin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incinnati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Modeling, Theory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Kim, Yoon Jin M.A. in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frican History and Culture

 Lee, Byung Do Ph.D. in Politic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ai Politics, Southeast Asian Politics

 Noh, Meung Hoan Ph.D. in Philosophy, University of Essen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Park, No Ho Ph.D. in Economics, University of Stockholm 
Public Economics, North European Area Studies

 Soh, Byung-Kuk Ph.D. in History, Ohio University 
Southeast Asian History,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Sohn, Joo Young Ph.D. in Literature, University of Al-Azhar 
History of Middle East, History of Islam

 Song, Jung-Nam Ph.D. in History, Hanoi University
History of Vietnam

 Suh, Haing Jung Ph.D. in Philosophy, Dongguk University
Indian philosophy, South Asian Area Studies

 Yang, Seung-Yoon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adjah Mada
Southeast Asian Politics 

 Yoon, Taek-Dong Ph.D. in Economics, UFRGS. University



Economics
 Yu, Dal Seung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ehran

Iranian Political Though, Iranian Political Culture
Department Regulations

  석사과정 : 33학점
  박사과정 : 36학점
  <2007년 1학기 ∼ 2009년 2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자>
  1) 기초공통필수 : 6학점(2개 과목)  이수
  2) 기초전공필수 : 3학점 (1개 과목) 이수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정치학, 경제학 또는 사회/문화 분야 전공자는 면제
  3) 분과전공 : 석사 또는 박사과정 12학점 (4개 과목) 이수
  4) 연계지역전공 : 석사과정 12학점(4개과목), 박사과정 15학점(5개과목) 이수
  5)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수강생은 기초공통필수와 기초전공필수(총 9학점)을 

면제받는 대신 연계지역전공 9학점(3개과목)을 추가 이수한다.
  
<2010년 1학기 이후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자>
  1) 기초공통필수 : 6학점(2개 과목)  이수
  2) 기초전공필수 : 해당 전공분야에서 6학점(2개 과목)이수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정치학, 경제학 또는 사회/문화 분야 전공자는 면제
  3) 분과전공 : 석사 또는 박사과정 9학점 (3개 과목) 이수
  4) 연계지역전공 : 석사과정 12학점(4개과목), 박사과정 15학점(5개과목) 이수
  5)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수강생은 기초공통필수와 기초전공필수(총 12학점)을 

면제받는 대신 연계지역전공 12학점(4개과목)을 추가 이수한다.
Course description

<기초 공통 필수과목>
국제관계학 총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 이론 및 영역 개관
국제지역연구(Methods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북미, 서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부유럽 지역 개관 및 지역연구에 대한 분석
방법 이해

<기초 전공 필수과목>
￭ 정치전공
정치학 총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학문체계로서의 정치학의 범위, 대상, 연구방법 및 목적을 소개하고, 주요개념 및 연구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연구
국제안보이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와 관련된 제안 이론 및 연구방법 연구

국제정치경제이론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체제와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연구

￭ 경제전공
경제학 총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 이론 및 연구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국제경제론 (Proseminar on World Economics)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달과정 및 국제경제체제를 분석하는 각 이론을 연구하고, 세계
  경제의 현상과 문제점, 해결책을 고찰



￭ 사회문화전공
사회문화총론 (Introduction to Society and Culture)

  사회문화연구에 필요한 제반 이론 및 연구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연구
사회학 연구방법론 Ⅰ(Methodology of Sociology Ⅰ)

  사회학 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 및 제 이론을 고찰하고 지역 연구에 응용

<분과 전공>
￭ 정치전공
국제안보연구 I (국제지역분쟁) (Pro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I)

  국제분쟁의 양상과 유형, 발생배경과 해결경로, 파급효과 및 영향에 관한 외교사적, 이론적 고찰
국제안보연구 II (국제안보체제) (Pro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II)

  국제지역 안보체제의 유형 및 수립, 변화과정과 국제정치적 역할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경제연구 I (국제 통상-금융) (Proseminar 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

  국제정치경제체제, 특히 통상과 금융체제의 생성, 변화, 발전에 관한 이론적, 역사적고찰
국제정치경제연구 II (국제환경/노동/부패/인권) (Proseminar 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I)

  국제정치경제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 노동, 부패, 인권 등에 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
국제기구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의 생성배경, 조직, 권한 및 기능에 관한 연구
NGO세미나 (Seminar on NGOs)

  비정부기구인 NGO의 생성배경, 조직, 권한 및 활동이 국제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협상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Compromise)

  국제협상에 관한 제반 이론을 바탕으로 협상의 발생환경, 조건, 방법 등을 연구
외교정책세미나 (Seminar on Foreign Policies)

  국제관계에 관한 미시적인 이해를 위해 현재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 배경요인, 내용, 정책결정과정 및 쟁점 등을 
고찰
외교사세미나 (Seminar on Diplomatic History)

  외교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기술과 각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의 조류를 고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외교의 성격을 
고찰
국제법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국제공법의 개념, 국제법질서의 제반 조직 또는 기관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상의 
제재, 전쟁관계 국제법에 대해 고찰
국제안보특강 (Colloquium on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체제 유형 및 수립, 변화과정과 국제 정치적 역할에 관한 특정한 주제를 정해 심도 있게 고찰
국제정치경제특강 (Colloquium 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생성, 변화, 발전에 관한 한 특정 주제를 선택해 심도 있게 고찰

지역통합이론(Theories of Regional Integration)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통합 양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경제전공
국제통상론 (Proseminar on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법과 정책의 변화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세계 통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찰
국제금융론 (Proseminar on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금융통화제도 및 정책의 형성배경과 발전 등을 검토.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 환율체제와 환율결정이론, 국제
자본이동, 국제금융시장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집중 분석
국제환경경제론 (Prosemina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conomy)

  국제 경제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환경비용과의 함수관계를 집중 분석 
국제경제문화론 (Proseminar on International Economic Culture)

  세계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경제발전간의 상관관계를 집중 분석
국제투자환경론 (Proseminar on International Investment Environment)

  국제투자와 관련된 제반 환경, 투자법, 투자여건, 전망 등을 집중 분석



지역경제학 (Proseminar on Economics of Area)

  세계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현황에 대한 고찰
비교경제체제론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계획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경제적 목표, 제도, 경제기구, 발전과정 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

경제통합이론 (Theories of Economic Integration)

주요 지역의 지역 경제통합 이해를 위한 경제통합이론 연구

￭ 사회/문화전공
사회학연구방법론 II (Methodology of Sociology II)

  사회학 연구방법, 제 이론 고찰 및 지역연구에 응용
문화인류학연구방법론 I (Methodology of Anthropology I)

  문화인류학 연구방법, 제 이론 고찰 및 지역연구에 응용
문화인류학연구방법론 II (Methodology of Anthropology II)

  문화인류학 연구방법, 제 이론 고찰 및 지역연구에 응용
역사학연구방법론 I (Method of History I)

  역사학 연구방법 고찰 및 지역연구에 응용
역사학연구방법론 II (Method of History II)

역사학 연구방법 및 지역연구에 응용

동양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East)

동양 문화 또는 문명의 발전사를 개괄적으로 고찰

서양문화사 (Cultural History of West)

서양 문화 또는 문명의 발전사를 개괄적으로 소찰

<연계지역전공과목>

￭ 정치전공

지역정치세미나 Ⅰ (Seminar on Regional Politics Ⅰ)

주요 지역의 국제적 지역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정치세미나 Ⅱ (Seminar on Regional Politics Ⅱ)

주요 지역의 국제적 지역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정치세미나 Ⅲ (Seminar on Regional Politics Ⅲ)

주요 지역의 국제적 지역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국제환경정치 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국제적인 환경 이슈 및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와 에너지 (Seminar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Energy)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지역 및 국가간 협력과 갈등 연구

지역거버넌스연구 (Research of Regional Governance)

각 지역의 정치경제 거버넌스 연구

BRICs 정치경제 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Economy of BRICs)

BRICS 지역의 정치경제 연구

이슬람지역 정치경제 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Economy of Islamic Regions)

이슬람지역의 정치경제 및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연구

중남미 정치경제 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Economy of Latin America)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 및 경제통합 연구

ASEAN 정치경제 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Economy of ASEAN Regions)

동남아의 정치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

유럽통합 연구(Research of European Integrat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에 대한 연구

국제NGO 연구(Research of INGO)

국제적인 NGO의 활동과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간의 상호 협력과 미래 발전방안 분석



￭ 경제전공

지역경제세미나 Ⅰ (Seminar on Regional Economy Ⅰ)

주요 지역의 국가간 경제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세미나 Ⅱ (Seminar on Regional Economy Ⅱ)

주요 지역의 국가간 경제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세미나 Ⅲ (Seminar on Regional Economy Ⅲ)

주요 지역의 국가간 경제통합 및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통합연구 (Research of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지역경제통합 이론 및 이슈에 관한 연구

BRICs 경제 세미나 (Seminar on Economy of BRICs)

BRICS 지역의 경제 및 경제통합 연구

중남미 경제 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Economy of Latin America)

중남미 지역의 경제 및 경제통합 연구

ASEAN 경제 세미나 (Research of ASEAN Regions)

동남아의 경제 및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유럽 경제통합 연구(Research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 사회문화전공

지역사회문화세미나 Ⅰ (Seminar on Regional Socio-Cultural Ⅰ)

주요 지역의 국가간 사회문화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문화세미나 Ⅱ (Seminar on Regional Socio-Cultural Ⅱ)

주요 지역의 국가간 사회문화 이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문화세미나 Ⅲ (Seminar on Regional Socio-Cultural Ⅲ)

주요 지역의 국가간 사회문화 이슈에 관한 연구

인권과 국제정치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국제적 이민과 망명문제 연구 (Research of Immigration and Asylum)

국제적인 이민·망명문제 연구

국제사회에 관한 연구 (Research of International Society)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국제적 시민사회 연구

지역간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 (Socio-Cultural Issues between Regions)

지역간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은 세계화 시대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통합연구

Comprehensive exam

* 2007년 1학기 이전 입학자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공통필수 지 역 연 구 방 법 론 G6136 필수

기초전공 분야
정 치 학 총 론

경 제 학 총 론

사 회 · 문 화 총 론

G6175
G6227
G6228

택1

연계지역전공

북 미 지 역

중 동 지 역

아 프 리 카 지 역

중 남 미 지 역

동 북 아 지 역

동 남 아 지 역

남 아 시 아 지 역

중 동 부 유 럽 지 역

서 유 럽 지 역

G6229
G6230
G6231
G6232
G6233
G6234
G6235
G6236
G6237

택1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

드
비 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 역 연 구 방 법 론 D3701 필수
정 치 학 총 론

경 제 학 총 론

사 회 · 문 화 총 론

D5746
D5747
D5748

필수 중(택 1)

지역전공과목

북미지역(정치,경제,문화)

중동지역(정치,경제,문화)

아프리카지역(정치,경제,문화)

중남미지역(정치,경제,문화)

동북아지역(정치,경제,문화)

동남아지역(정치,경제,문화)

남아시아지역(정치,경제,문화)

중동부유럽지역(정치,경제,문화)

서유럽지역(정치,경제,문화)

D5749
D5750
D5751
D5752
D5753
D5754
D5755
D5756
D6317

지역전공과목 중 택 2

* 2007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석․박사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공통필수 국 제 관 계 학 총 론 G6291 필수

기초전공
정 치 학 총 론

경 제 학 총 론

사 회․문 화 총 론

G6175
G6227
G6228

택1

연계지역전공
지 역 정 치 세 미 나

지 역 경 제 세 미 나

지역사회문화세미나

G6295
G6296
G6297

택1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공통필수 국 제 관 계 학 총 론 D6288 필수

기초전공
정 치 학 총 론

경 제 학 총 론

사 회․문 화 총 론

D6289
D6290
D6291

택1

분과전공 국 제 정 치

국 제 경 제

사 회 문 화

D6292
D6293
D6294

택1

연계지역전공
지 역 정 치 세 미 나

지 역 경 제 세 미 나

지역사회문화세미나

D6295
D6296
D6297

택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