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T. 033-250-6180
F. 033-259-5534
http://www.itb.kangwon.ac.kr

국제무역학 전공은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 및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학과는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 국제상무 분야가 특성 있게 융합되어 21세기 융합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다. 현재 본 학과에는 약 60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이 학사 및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유럽 등 세계 각지
에서 온 교환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매년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 자매대학에 해외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다수의 학생이 파견되고 있으며, ‘국제무역현장실습’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을 통해서 매년
해외현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CAMPUS Asia-AIMS을 통해 매년 20명의 학생을
파견 및 초청하며, 글로벌지역전문인력 프로그램(GTEP) 을운영하면서 해외전시회 등에 수시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
실적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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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

학년별 교육과정
1

글쓰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영어 1·2, 경제경영수학, 경영경제통계학, 무역학원론, 회계학원론1,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세계경제의이해

2

무역상무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대외무역법론, 무역영어회화 1·2,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전자무역론,
무역결제론

3

국제경영론, 무역특강, 무역영어 1·2, 국제무역현장실습, 국제수지론, 국제통상론, 글로벌마케팅, 관세법,
해상보험론, 세계지역경제론, 재무경제학

4

외환론, 국제비교경영론, 국제기업환경론, 국제운송론, 동아시아경제론, 국제투자론

전학년

꿈-설계 상담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글로벌마인드를 갖고,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꿈꾸는 사람
큰 꿈을 갖고 세계인이 되고 싶은 사람

18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대학생활을 하며, 무역학과에서 공부를 하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분야는 마케팅입니다.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대학교수, 관세사,
경영·경제·무역 관련
행정 기관 및 연구기관

일반기업
무역회사,
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 및
무역부서, 금융기관,
유통·물류관련 기업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저의 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대의 대학생활을 마친다면 무역학도의 길을

연장삼아 직접 일본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수입함으로써 한국 땅에서 어떻게 팔고 어떤
채널을 통해 홍보할 것인지 조사하고 분석하며 시도해보려 합니다. 저만의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단순히 돈을 위해서 사업에만 시간을
쏟는 삶이 아닌 후대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꿈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마케팅에서 재미를 느끼며 꿈을
이루고 또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지금도 대학교에서 실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대외활동도 하고 있으며 수업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적용해보는
기회도 찾아 가고 있습니다.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나의 아이디어가 적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또 다른 성과를 보일 때의 짜릿함이 설렘과
흥분을 같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매 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떠올리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펼치는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집어내어
혁신적인 마케팅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기에 대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경영대학

재학생 인터뷰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세상을 바꾼 글로벌 리더 50인의 특강(아울북/김덕영)
빈곤의 종말(21세기북스/제프리 D. 삭스)
네 안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깨워라(비전과리더십/안진오)
스티글리츠 보고서 세계 경제의 대안을 말하다(동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생(위즈덤하우스/ 윤태호)

자랑스러운 동문
전인석(80학번) KBS아나운서

정도영(03학번) (주)토브랩 대표이사

김도현(82학번) LG전자 상무

관세사 : 이인성(98), 박주원(00), 김진영(03), 장요한(03),

라공우(86학번) 제주대학교 교수

이성종(04), 이진아(05), 허유지(07), 이승태(08), 박민선(09),

박지현(01학번) KT 인사과장

노윤빈(05), 황민선(08)

최근 3년간 취업자
한정훈(07학번) 현대로지스틱스

이진규(10학번) BGF 리테일

강민수(08학번) 현대 H&S

조민주(11학번) 산업경제진흥원

함신웅(11학번) 무역회사 봄(B.O.M) 창업

구영은(13학번) GS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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