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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소개및발전계획
1.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 국제통상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비전임 정년교수를 선발하여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표 1. 2020학년도 1학기 국제통상 전공 과목 담당 교원 현황 

        

순번 과목명 학수구분 반 담당교수 비고

1 국제통상세미나
전필

1

김용기
특임교원

(대우부교수)

2 국제통상입문 김한성 전임교원

3 동남아시아입문

전선

김용기
특임교원

(대우부교수)

4 국제무역실무

한상곤
특임교원

(겸임교수)

송수련
특임교원

(객원교수)

5 동아시아입문 김종식 전임교원

6 유럽입문 이남희 강사

7 북미입문 강신구

전임교원

8 통상영어 Brad Crawford

9 국제법의 이해 소병천

10 국제학부 인턴십2
김한성

11 국제학부 인턴십3

   2. 해외창업 및 취업 지원

   -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학 복수/부전공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

   -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세계화에 국제통상 전공의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음

   표 2. 국제학부 전공 이수자 현황

   

   

   표 3. 2020년 1학기 국제학부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 전공별

구분

2016.02 2017.10 2018.10 2019.03 2020.02

복수 부 계 복수 부 계 복수 부 계 복수 부 계 복수 부 계

국제학부 137 50 187 223 80 303 304 123 427 224 95 319 296 105 401



           

대학 학과 학생 수

공대

기계공학과 2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

환경안전공학과 5

교통시스템공학과 1

건축공학과 1

정통대

전자공학과 5

미디어학과 19

사이버보안과 1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과 3

자연과학대 수학과 1

경영대

경영학과 60

금융공학과 1

e-비즈니스학과 1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2

불어불문학과 22

문화콘텐츠학과 19

영어영문학과 64

사학과 56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25

심리학과 11

정치외교학과 38

행정학과 26

사회학과 16

§ 신임교원활용방안(기대사항등)
1. LINC+ 사업 개발 및 추진

   - 국제학부에 적합한 1人1企1作 산학협력 친화 교육 모델 개발

   -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활동

     ·AJOU IE-Corps Program (해외교육)

     ·대학연합 사회적 밴처기업 청년교류 프로그램(SVYE U+) 툴팁

     ·W-OKTA 글로벌창업 무역스쿨 (현지교육)

     ·대우 글로벌 청년사업가(GYBM)

   - 국내외 인턴십 개발: 중국 및 일본 지역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 취업 지도: 기업 선정, 자격증 시험, 원서 작성, 면접 방법 등 

   - 미래설계 지도: 해외연수, 해외교환학생 등

 

  2.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소학회 활동 지원

   - 경기도 및 수원시 관내 기업 견학 및 현장 실습 기회 확보

   - 중국 및 일본 지역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추진

   - 교외 기관 및 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예: 무역아카데미 등)

   - 졸업생을 활용한 멘토링 강화 

  

   3. 국제통상 전공 강의 담당

    - 국제학부 강의 담당 : 1년 10학점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 강의 담당



 

        

   - 캡스톤디자인 마켓플레이스 개발      

   4. 기대효과   

   - 국제학부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의 취업 지도 역량 강화

   - 실무 중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전공명 학기 과목명

국제통상 전공(과)

1 국제무역실무

2
국제무역실무

통상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