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물류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1. 학과소개

화한다.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서울시 흑석동 중앙대학교 법학관 1311호

(4) 세부전공

나. Homepage : http://log.cau.ac.kr

가. 국제상학 (International Commerce)

다. 전화번호 : 02-820-5558

나. 국제물류 (International Logistics)
(5) 학위 유형

(2) 학과소개
대학원 무역물류학과는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주요 무역학과

2014년 입학년도까지

중 하나이다. 무역학과는 1973년에 설치되었고 국제상학(무역

가. 경영학 석사 (Master of Science)

실무) 및 국제물류 이론에 정통한 무역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나. 경영학 박사 (Ph. D. of Business Administration)

있도록 많은 학생들을 교육 및 양성하고 있다.
2015년 입학년도부터
가. 무역물류학 석사

(3) 교육목표

(Ma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국제무역 분야 특히 국제상학과 국제물류 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무역과 물류 분야 전문가 및 연구

나. 무역물류학 박사

자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무역과 물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

(Ph. D.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민국 최고의 무역물류학과로서의 인지도를 유지하고 더욱 강

(6) 교수진
교수명

직위

최종출신학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화번호

이용근(李鎔根)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상학

5558

방희석(房熙錫)

교수

University of Wales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6498

김규형(金奎亨)

교수

Michigan Univ.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

3230

이시영(李時榮)

교수

Chicago Univ.

경제학박사

국제경제학

3232

이충배(李忠培)

교수

Birmingham Univ.

경제학박사

국제물류

5716

김창봉(金昶奉)

부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상학

3231

최창범(崔昌範)

조교수

Western Ontario Univ.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

5583

Kevin Li

교수

University of Wales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37

우수한(禹秀翰)

부교수

Cardiff Univ.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45

Jeffrey Martin

부교수

University of Wales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54

Sally Martin

조교수

University of Wales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60

하영목

조교수

홍익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6689

박근식

조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98

Polin Lai

조교수

Cardiff Univ.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5797

Wenming Shi

조교수

Shanghai Jiao Tong Univ.

경제학박사

국제물류

6464

Chang Chia Hsun

조교수

Plymouth Univ.

경영학박사

국제물류

6554

주혜영(주혜영)

대학원전임

목원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상학

2. 학과내규

3과목(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

(1) 선수과목

자격을 갖게 된다.

가. 선수과목은 하위과정의 전공(학과)을 달리하여 입학한 석⦁

(<별첨 1>, <별첨2> 교과과정표 참조)

박사과정생, 외국대학(원), 특수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의 경우,

- 국제상학전공

교과내용이 상이함에서 오는 현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의 부족
석사과정

을 보충하고자 학과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지정한 과목이다.
나. 선수과목 대상
1) 석사학위과정

구분
공통필수

무역학과(또는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이외의 타 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다음에 명시한

전공필수

학
점

과 목 명

3

무역물류연구방법론

3

국제상학연구, 국제경영연구

3

국제통상경제론

중 택 2

선수과목 중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5과목) 이상을 이수
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갖게 된다. 단, 학부에서

- 국제물류전공

취득한 과목 중 다음에서 제시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

석사과정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선수와 학점을 인정토록 하며 유사과목
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선수과목과 유사

구분

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승인

공통필수

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단,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
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자는 다음에 명시한 과목 중 9학점(3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단, 석사과정에서 취득
한 과목 중 다음에서 제시한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선수와 학점을 인정토록 하며 유
사과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선수과목
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시 학과장
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단,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점

무역물류연구방법론

3

물류시스템연구,

3

글로벌물류전략론 중 택 2

나. 선수과목 현황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세부전공별로 다
음에 명시한 3과목(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
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별첨 1>, <별첨2> 교과과정표 참조)
- 국제상학전공
박사과정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별첨 1> 교과과정표 참조
2) 박사학위과정
<별첨 2> 교과과정표 참조

국제해운물류법규,

② 박사학위과정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과 목 명

3

전공필수

2)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유사학과출신 포함) 졸업자로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학

학
점

과 목 명

3

사회과학연구방법론

3

국제상거래관습론, 국제물품운송론,

3

국제무역결제 중 택 2

- 국제물류전공
박사과정

(2) 교과과정 구성
가. 학과 필수과목

구분
공통필수

1)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세부전공별로 다음에 명시한

전공필수

학
점

과 목 명

3

사회과학연구방법론

3

국제물류연구, 해상물품운송론,

3

복합운송론 중 택 2

6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9학점까지만 인
나. 전공선택과목

정한다.

1) 과목개설은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4학기를 1주기로 회전함
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2) 학기당 교과과목 개설은 전공별 일정 과목수로 규정한다.
3) 동일 교/강사 담당과목은 석사과정/박사과정 모두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시험은 대학원시행 외국어시험(영어)과 학과시행 종합시
험이 있다.

4) <별첨 1>, <별첨2> 교과과정표 참조
가. 외국어(영어)시험
다. 전공연구과목
1) 석사학위과정

1) 석,박사학위과정 모두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

ⓛ 본인의 세부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에 3, 4차

로 한다. 다만,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학기 중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이상 취득자는 어학시험

을 수강하여야한다.

대체인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시점에서 2년 이내의 성적표에 한함)
2)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 본인의 세부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시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

나. 종합시험

학기)를, 4차 학기 수강신청시에는 전공연구Ⅲ(4차학기)

1) 석사학위과정

을 수강 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본인의 세부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를,
8차 학기 수강신청시 전공연구Ⅲ(8차학기)을 수강해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총 3과목 중 전공필수과목 2과목과 전공선택과목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

라. 졸업 이수학점
1) 석사학위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32학점으로 교과학점 30학점과
전공연구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할 수 있다.
② 총 4과목 중 전공필수과목 2과목과 전공선택과목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64학점으로 전공연구 4학점과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이 인정한 교과학점을

다. 종합시험 출제규정 및 합격사항

제외한 학점을 교과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교 교수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② 석사과정이수 최대 인정학점은 30학점이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64학점으로 교과학점 60학점과
전공연구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나, 경우에 따라서 타과 또는 타 대학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출제교수는 1인이 출제하는 단독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복수출제도 가능하다.
3) 복수출제의 경우에는 1인 2과목 출제가 가능하다. 단, 응

마.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시자는 한 학기에 동일한 교수에게 2과목 이상을 응시할

재학 중 타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석사과정은

수 없다.

4)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 반드시 그 해당 과목을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5) 어학시험의 합격점수는 60점 이상,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여야 한다.

가. 석사학위과정
1) 시기 및 장소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4차 학기에 시한다.
장소는 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4)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종합시험 및 대학원 시행 외국어(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대학원에서 특강으로 시행하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로 홈페이지 및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과정
①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4) 석사학위 논문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1) 시기 및 장소

6)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이전 학기까지 시행한다. 장소는 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 홈페이지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학과
장이 맡도록 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종합시험 및 대학원 시행 외국어(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대학원에서 특강으로 시행하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3) 심사과정
①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4) 박사학위 논문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6) 학위논문 본심사

6)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한

가. 석사학위과정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1) 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년간 그

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

미산입)
7) 박사과정 입학 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심사과정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비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5) 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

하여, 각각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8) 학과교수회의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

본 학과 운영상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과교수회의

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수, 명예

를 둔다. 학과교수회의는 본 학과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되

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

고, 학과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학과교수회의의 의결

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직교수(위임권 포함)의 과반 수 이

②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를 할 수 없다.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심사과정
① 박사학위논문심사는 총 3회이며,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② 박사논문심사는 비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7)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석사학위과정
1) 지도교수 선정은 1차 또는 2차 학기에 가능하다.
2)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며, 세부전공 배정요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3. 교과목 설명
가. 공통필수과목
1) 석사학위과정 공통필수과목
무역물류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Trade & Logistics)
3학점
무역물류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철학, 연구전략, 문헌연구
방법과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2) 박사학위과정 공통필수과목
사회과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Science) 3학점
연구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설계 및 방법론을 탐구하
며 이들 사이의 난해한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연구한다.

(<별첨1> 교과과정표 참조)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필수과목
1) 석사학위과정 전공필수과목

나. 박사학위과정
1) 지도교수 선정은 1차 또는 2차 학기에 가능하다.

- 국제상학전공

2)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며, 세부전공 배정요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별첨2> 교과과정표 참조)

국제상학연구
(International Commerce Studies) 3학점
국제무역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절차 및 법규 이해와 계약
및 관습, 운송, 보험, 결제에 따른 무역실무의 기본 성격에 대

4)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하여 연구한다.

다.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국제통상경제론

1)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International Trade Economy) 3학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별첨1>, <별첨2> 교과과정표 참조)

국제통상체제 현상분석과 이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세계 시

스템이론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세계경

- 국제상학전공

제와 국제 무역, 통상의 공동영역을 탐구한다.

국제상거래관습론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s) 3학점

국제경영연구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학점
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제반 이론과 환경 및 국제적 경영 활

무역거래의 기본이 되는 국제상관습을 영국의 물품매매법과
미국의 UCC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며, Incoterms를 중심
으로 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하여 연구한다.

동에 수반되는 경영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국제물품운송론
- 국제물류전공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Goods) 3학점
국제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제해운물류법규

있는 환경하에서 국제운송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 및 기업의

(International Shipping & Logistics Law) 3학점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과목은 국제물품운송

This course introduces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접근을 상호 연계하여 연구하며, 사

international shipping and logistics law. To understand the

례연구와 발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

international shipping and logistics law, students need to
comprehend knowledge about shipping industry such as

국제무역결제

transportation, container shipping, terminal operation, etc.

(International Trade Payment) 3학점

As knowledge related to international shipping and

무역결제 수단의 대종을 이루는 신용장 거래에 대한 기본원

logistics law is scarce, students whose major are logistics

리, 법리, 거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신용장 거래와

can develop differentiated abilities.

관련된 제반법률과 실무를 연구하고, 또한 신용장 및 선적서
류, UCP 및 관련법규를 연구한다.

글로벌물류전략론
(Global Logistics Strategies) 3학점

- 국제물류전공

글로벌물류는 국내물류와는 달리 많은 복잡한 요소로 인해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글로벌 물류체계를 수립

국제물류연구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인 프로세

(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3학점

스, 정보기술, 조직구조, 아웃소싱(TPL), e-Logistics 등에 대
한 연구가 본 과목의 주된 내용이 된다.

국제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국제물류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과목은 국제물류관리

물류시스템연구

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접근을 상호 연계하여 연구하며, 사

(Logistics System and Supply Chain Management) 3학점

례연구와 세미나 및 발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

물류시스템과 공급사슬관리 고급과정이다. 이 강좌는 물류와
공급사슬의 동태적 본질을 이해하고 이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
한 분석기법들을 익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
한 분석기법들을 논문 등 연구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며 공급사슬에 대한 동태적 이해, 경쟁전략과 공급
사슬 전략과 그 동인들, 각 동인들의 공급사슬에서의 역할이
해, 각 동인들의 최적화 의사결정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 박사학위과정 전공필수과목

해상물품운송론
(Carriage of Goods by Sea) 3학점
비용 측면에서 해상 물품 운송의 포괄적 운용과 해상 운송
환경 및 해상 운송 수요의 특성, 운임 결정 원칙과 국제 카르
텔 등을 연구한다.
복합운송론
(Combined Transport Management) 3학점
본 과목에서는 복합운송관리에 포함되는 국제규칙을 연구하

고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복합운

무역클레임론

송 규칙의 생성 배경과 주요 내용 및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International Business Claims) 3학점

컨테이너 운송체계 ; 컨테이너 운송기술 발전 ; 항만의 기능

국제상거래상 발생되는 각종 클레임의 실태, 원인, 예방 및

과 환경 ; ICD 및 컨테이너 터미널 효율 지표 관리 ; 관련 운

대책, 사례분석 등을 연구하며 무역 분쟁의 예방 및 처리방법

송 mode의 특성과 연계체계 ; SCM과 복합운송 Network 등

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으로 구분되며, 본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이 복합운송 관련 지
식 습득과 연구능력 향상을 통하여 동 분야 전문인으로 연구

국제상사중재론

와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학점
국제상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중재 제도 및 국제

다. 세부전공별 전공선택과목

통일 규칙을 근거로 하는 국제상사중재의 특성, 본질, 중재계
약과 절차 및 준거법 등의 법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함과 동시

1) 국제상학전공

에 사례를 통하여 분석, 검증한다.

국제무역제도론

무역관계법연구

(International Trade System) 3학점

(National Law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3학점

무역 전체의 시스템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무역거래의 원활

국내의 무역관계법 즉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한 이행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의 안전한 거래와 분쟁의 예방

의 분석을 통하여 수출입절차상의 실무를 익히고, 통상환경의

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연구한다.

변화에 따른 무역관계법규에 대해 연구한다.

국제운송보험연구

국제물품매매법연구

(Marine Insurance Studies) 3학점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학점

본 과목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근거한 선박, 적하 및 운

영국의 물품매매법인 SGA와 유엔의 물품매매법인 CISG 등에

임 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강의하며,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특히 CISG는 영국을 제

과 같다; 보험증권 형태 ; 협회보험약관 ; 피보험이익 ; 담보
; 손인과 위험 ; 면책 손해 ; 위험관리 ; 보험금 청구와 정산
등으로 구분된다. 본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이 해상보험관련
지식습득과 연구능력 향상을 통하여 동 분야 전문인으로 연구
와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상거래계약론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학점
각국이 공통적인 규범으로 인정하는 매매계약 준거법과 계
약의 법리, 계약성립에서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과정과 무역거
래의 관련당사자들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연구한다.
국제상거래규칙론
(International Commercial Rules and Laws) 3학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체계도 상당히 변모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대한 규칙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규칙들을 연구한다.

외한 세계 25대 주요 무역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연구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글로벌전자무역연구
(Grobal Electronic Trade Studies) 3학점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상거래 질서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무역에서도 전자자료교환(EDI), 전자자금이체
(EFT), 광속상거래(CALS)를 통한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
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본질을 위
해 사이버무역 관련 기술, 무역관습과 절차의 변화내용,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다루어 글로벌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파급되는 제반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구한다.
국제상학 세미나 Ⅰ
(Seminar on International Commerce Ⅰ) 3학점
본 과목에서는 국제상학과 관련된 현안 과제와 사례를 조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 인식과 해결능력을 향

상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다.. 주요 과제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경험을 통하여 국제비즈니스 감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 문헌연구와 경향검토 ; 수출보험과 해상보험 관련 내용 ; 화

다. 본 과목은 논문발표와 학생교류로 이루어진다.

물운송 관련 내용 ; Incoterms와 신용장 관련 사례 ; 선화증
권과 용선계약서 사례 ; 수출입 관리와 평가에 관한사항 ; 항

인턴쉽 I

만요율 부과와 실제에 관한 사례 등이다.

(Internship I) 2학점

본 강의의 목표는 국제상학에 관련된 과제를 스스로 조사 개

인턴쉽과목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인턴쉽제

발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수행 능력을 배

공업체에서 인턴으로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목을

양하는데 있다.

통하여 인턴쉽 제고업체에서 다양한 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
제비즈니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국제상학 세미나 Ⅱ
(Seminar on International Commerce Ⅱ) 3학점
국제상학의 특수논제를 각종 논문의 연구 및 발표, 그리고
토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토론을 통해 국제상학의 분야
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한다.

인턴쉽 II
(internship II) 2학점
인턴쉽과목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인턴쉽제
공업체에서 인턴으로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인턴쉽 제고업체에서 다양한 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

국제통상연구

제비즈니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Trade policies and Rules Studies) 3학점
FTA 등 지역간 협정, WTO 등 다자간 규범, 복수의 경제기
구등에 의해 국제무역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무
역거래의 실무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분석한다. 국제통상의 포
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들을 연구한다.

국제경영전략연구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Studies) 3학점
국제 경영의 세부적인 관리 측면보다 기업의 총체적인 국제
화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개념 및 도구를 소개하고,
경영전략의 기본적 개념의 틀을 바탕으로 국제경영환경 속에

GSCM

서 기업의 장기 목표 수립 및 이것의 실행에 필요한 전략적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3학점

대안 개발 기법을 연구한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생산과 판매에서 점차 지역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글로벌 통합의 필요성 증

국제금융시장론

대와 공급자, 고객과의 상호조정을 통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3학점

등 공급체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계성 확보의 필요성의 증
대로 GSCM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논의한다.
SCM 전략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기능과 구조를 분석하고, 통화
선물 및 옵션, 환율의 결정 원리, Euro Currency 시장의 운
용, 국제채권시장에서의 발생 절차 및 유통시장 현황 국제은
행 업무 등을 연구한다.

(The Strategy of Supply Chain Management)3학점
초국적기업의 글로벌소싱전략 및 협력기업간의 즉시대응전
략, 효율적인 기업경영의 프로세스혁신, 조직역량의 강화, 정
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성과 관리 등을
심층 연구한다.

국제포트폴리오투자론
(International Portfolio Management) 3학점
연금기금, 뮤츄얼펀드 등 국제기관투자자에 의한 전세계적
인 글로벌포트폴리오 투자활성화에 따라 국제포트폴리오 투자
와 관련된 이론, 실증연구, 제도, 투자전략 등을 연구하며 또

해외세미나

한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들도 분석한다.

(International Seminar) 1학점
해외세미나는 학생들의 외국대학원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학
생들의 국제경험과 논문발표능력을 함양하고 외국에서의 다양

국제경제분석
(Grobal Economic Analysis) 3학점

개별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원리
를 규명하고, 이들의 행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여 어떻게 조화

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항들이 어떠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
고 있는지 연구한다.

되는가를 연구한다.
물류시뮬레이션
(Logistics Simulation) 3학점

국제금융이론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3학점

물류시뮬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

국제경제 거래의 화폐부분을 대상으로 국제수지표, 환율 결

고 시뮬레이션의 정의 및 일반적인 수행단계에 대한 내용을

정과의 외환 시장, 국제수지조정 이론 및 국제 수지 조정 정

담고 있으며 물류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책을 연구한다.

구성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2) 국제물류전공

e-로지스틱스
(e-Logistics) 3학점
본 강좌는 물류, 공급사술관리 및 계획 및 운영에서 인터넷

국제운송보험연구
(Marine Insurance Studies) 3학점

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본 과목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근거한 선박, 적하 및 운

과정은 물류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한 선결조건, 능력 및

임 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강의하며,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이 물류

과 같다; 보험증권 형태 ; 협회보험약관 ; 피보험이익 ; 담보

관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이해시키려 한다. 그러므

; 손인과 위험 ; 면책 손해 ; 위험관리 ; 보험금 청구와 정산

로 본 강좌는 EDI, 물류정보네트워크, 물류정보시스템, RFID

등으로 구분된다. 본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이 해상보험관련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습득과 연구능력 향상을 통하여 동 분야 전문인으로 연구
와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공물류연구
(Air Transportation Studies) 3학점
항공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운송산

국제물류세미나
(Seminar on Global Logistics) 3학점
글로벌 기업의 물류관리와 GSCM에 관하여 특수 논제별로
심층 연구한다.

송산업의 발전과정, 시장 환경의 변화, 규제완화, 향후 발전
전망 등도 함께 학습한다.
공급사슬관리모델링

컨테이너 운송물류

(Supply Chain Management Modeling) 3학점

(Container Shipping) 3학점
The course presents the operation and structure of the
container market sand examines the deployment strategies
of container shipping lines.

업의 특성, 구성 요소, 서비스 형태 등을 다룬다. 또한 항공운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rotation structure and ship size on the
provision of terminal services.
운송물류경제연구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conomics Study) 3학점
본 과목은 화물운송 및 물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운송 · 물
류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접하
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틀을 습득하며 문제의
식과 다양한 시각을 동원한 논리적 체계 하에서 이러한 문제

공급사슬이 어떻게 기업의 모든 분야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각종 분석기법들을 활용
하여 공급사슬관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델링에 대
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항공물류정책론
(Air Transportation Policy Studies) 3학점
급속히 변화하는 항공시장에서의 국제물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정책의 결정, 수립, 집행을 공급, 투자, 관리, 운영측
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물류정책의 방
향과 계획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운물류정책론
(Shipping & Logistics Policy Studies) 3학점
국내·외 해운물류정책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물류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3학점

우리나라 해운물류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 해운물류

본 과목은 21세기 유능한 물류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국제

정책을 구성하는 기본이론의 연구와 분석모형을 토대로 문제

물류정보의 주요개념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

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논리를 학습한다.

고있다. 물류정보의 기본개념에서부터 통신 및 물류정보 관련
핵심기술, 운송 및 보관, 항만, 국제물류에서의 업무프로세스

물류혁신론

와 정보시스템, 최근 글로벌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동향과 물

(Logistics innovation) 3학점

류정보화의 주요 이슈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본 과목은 물류혁신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다.

한다. 최근 물류부문의 경쟁력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되었

3) 전공연구

다. 물류 주체별, 산업별,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혁신의 동인

전공연구Ⅰ(Studies in Major Field Ⅰ) 2학점

과 확산 프로세스 및 물류혁신의 결과를 유기적으로 학습함으

전공연구Ⅱ(Studies in Major Field Ⅱ) 2학점

로써 혁신적 관점에서 물류를 응용할 수 있다.

전공연구Ⅲ(Studies in Major Field Ⅲ) 2학점

국제지역경제연구
(International Area Economy Studies) 3학점
EU의 통합과 더불어 세계경제 질서의 지역화 추세가 강하
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지역 경
제의 형성과정과 정치, 사회 경제환경을 검토하고, 각 지역
경제의 현황, 구조 및 특성을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공급사슬리스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Risk Management) 3학점
공급사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공급사슬관리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고찰하고 이
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사례 연구를 통해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공급사슬 사례분석
(Global Supply Chain Case Analysis) 3학점
다국적 기업이 국내생산과 판매에서 점차 지역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통합의 증대와 공급자,
고객과의 상호조정을 통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공급체인 전
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의 흐름을 파악하
고,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 구체적인 수단, 기대효과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향등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별첨 1> 석사과정 교과과정표
구분

국제상학전공

국제물류전공

국제상학

국제물류론

필수과목
선
수
과
목

(1과목)
무역학개론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선택과목

경영학원론

경영통계학

통계학원론

물류시스템분석

(필수포함

국제무역이론

국제경영학

글로벌공급사슬관리

화물운송론

택 5)

국제운송론

국제마케팅

해상물품운송법

물류정보론

해상보험론
공통필수과목

무역물류연구방법론
국제상학연구, 국제경영연구

물류시스템연구, 국제해운물류법규

국제통상경제론 중 택 2

글로벌물류전략론 중 택 2

국제무역제도론

국제물류연구

국제상거래계약론

해상물품운송론

국제상거래관습론

복합운송론

국제물품운송론

국제운송보험연구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국제무역결제

국제물류세미나

국제운송보험연구

컨테이너운송물류(container Shipping)

국제상거래규칙론

운송물류경제연구

무역클레임론

물류시뮬레이션

국제상사중재론

e-로지스틱스

무역관계법연구

항공물류연구

국제물품매매법연구

공급사슬관리모델링

글로벌전자무역연구

항공물류정책론

국제물류연구

해운물류정책론

국제통상연구

물류혁신론

국제경영전략연구

국제지역경제연구

국제경제분석

공급사슬리스크관리

국제금융시장론

글로벌공급사슬 사례분석

국제포트폴리오투자론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국제금융이론
GSCM
SCM 전략
국제상학세미나 Ⅰ
인턴쉽 Ⅰ
인턴쉽 Ⅱ
해외세미나

<별첨 2> 박사과정 교과과정표
구분
필수과목
(1과목)
선
수
과
목

선택과목
(필수포함

국제상학전공

국제물류전공

국제상학연구

물류시스템연구

무역물류연구방법론

국제경영연구

무역물류연구방법론

글로벌물류전략론

국제통상경제론

국제상거래계약론

운송물류경제연구

국제해운물류법규

해상물품운송론

택 3)

공통필수과목

사회과학연구방법론
국제상거래관습론, 국제무역결제

국제물류연구, 해상물품운송론,

국제물품운송론 중 택 2

복합운송론 중 택 2

국제무역제도론

글로벌물류전략론

국제상거래계약론

국제해운물류법규

국제운송보험연구

물류시스템연구

국제상거래규칙론

국제운송보험연구

무역클레임론

국제물류세미나

국제상사중재론

컨테이너운송물류(Container Shipping)

무역관계법연구

운송물류경제연구

국제물품매매법연구

물류시뮬레이션

전자무역연구

e-로지스틱스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국제물류연구

항공물류연구

국제통상연구

공급사슬관리모델링

국제상학세미나 Ⅰ

항공물류정책론

국제상학세미나 Ⅱ

해운물류정책론

국제경영전략연구

물류혁신론

국제경제분석

국제지역경제연구

국제금융시장론

공급사슬리스크관리

국제포트폴리오투자론

글로벌공급사슬 사례분석

국제금융이론

국제물류정보시스템

GSCM
SCM 전략
인턴쉽 Ⅰ
인턴쉽 Ⅱ
해외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