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현대의 복잡한 경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글로벌정경대학

배양함과 동시에 역사, 철학 등 인접 인문과학과 다양한 관점을

경제학과

중시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산업 및 금융
계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
고 있다.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금융/증권

황상연

금융과 증권분야 전문지식을 쌓아 관련 분야에서 금융 · 투자 전문가로서
의 커리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

중견기업/대기업/
공기업
국제화

중견기업,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 기획, 인사, 회계, 영업, 무역, 물류 업무
손양훈 등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
이인재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쌓아 국제적 역량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
로서의 커리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

|진로|
•금융/증권 : 은행, 증권, 보험, 금융공기업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금융/
증권
국제화

•국제화 :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Social Venture

| 자격증 |
•금융/증권 : AFPK, CFP, 외환전문역, 은행FP, CFA, CIIA, 금융투자분석사,

중견기업/대기업/
공기업

투자자산운용사, 보험계리사, 금융/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한국사 능력검정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전산회계,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각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한국사 능력검정
•국제화 : 어학능력 관련 자격증

| 비교과 활동 |
•금융/증권 : 은행 서포터즈, 기업분석 경진대회, 영업관련 경험/아르바이트, 기획재정부 기자단, 직무체
험, 통화 정책경시대회, 모의증권투자대회, 기업분석 경진대회, 통계스터디, 직무체험, 전공심
화·NCS 학습, 다양하고 꾸준한 봉사활동, 시사경제 스터디, 면접 스터디

대학일자리센터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 대외활동(협회의 홍보대사, 리포터, 포럼참여, 세미나 참석), 관련분야 공모전참가,
공기업(전공심화·NCS 학습), 기획·발표 스터디(시장분석과 기업분석 중심), 영어회
화 스터디, 자격증 취득보다는 직무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더 중요함, 면접 스터디
•국제화 : 기획·발표·창업 스터디(국제업무 기획 및 추진, Social Venture 창업 활동 등), 외국어 스터디, 면접 스터디

트랙
교과목
금융/증권
1학년

2학년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회계원리

필수

경제학원리(1), 경제학원리(2)

공통

정치경제학, 경제사

필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산업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 금융경제학
금융세미나

농업과푸드시스템의 경제학
노동경제학, 국제무역론

계량경제학

졸업논문 작성
국제금융론, 한국경제론

자원환경경제학, 한국경제론

자원환경경제학,
경제발전론, 국제금융론

관련
전공

취업
기업

Economics of Climate
Change, 협동조합론

전공명

경영학 등

경영학
물류연계전공 등

녹색기후연계전공
Matrix연계전공
*Climate, Energy,
&Environment
*International Business
and Taxation
*Global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operation

과목명

재무회계(경영학부)
재무관리(경영학부)
투자론(경영학부)
파생상품론(경영학부)
금융기관론(무역학부)

재무회계(경영학부)
경영학원리(경영학부)
인사관리관련과목(경영학부)
마케팅 관련과목(경영학부)
물류 관련과목(연계전공)

녹색기후연계전공 과목
Matrix연계전공 과목

동문선배 취업기업
한국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모아저축은행, 산은캐피탈, 현대카드, 대신증권, 미래에
셋증권, 더케이손해보험, 신용보증기금 ,CJ푸드빌, 동원F&B, 애경화학, 사람인,
일동제약, 미니스톱, 본죽,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회계·세무·감평·관세법인 등

취업경력개발원

전공 진로

공통
선택

산업경제학, 사회경제학

경제학과

수리경제학,
경제자료의이해와활용

공통
선택

4학년

국제화

공통

선택

3학년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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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워크넷
주요진출분야
•기업체 : 은행,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금융지주회
사, 종합금융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무역회사, 유통회사,
워크넷

마케팅 회사, 회계법인, 세무법인, 언론사, 외국계회사, 리서치
회사
•연구소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경제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경직, 세무직, 관세직, 국제통상직 공무원),
정부 산하 국책은행 및 연구원
•국제기구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 진출직업
•감정평가사, 경리사무원, 경영컨설턴트, 경제학연구원, 관세사, 관세행
정사무원, 금융관련사무원, 금융관리자, 금융자산운용가, 기업고위임원
(CEO), 도로운송사무원, 리스크매니저, 마케팅사무원, 마케팅전문가, 무
역사무원, 보험계리사, 보험사무원,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컨설턴트, 부동
산펀드매니저, 사회계열교수, 상품기획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선물거
래중개인, 세무사, 손해사정인, 수상운송사무원, 신용분석가, 신용추심원,
외환딜러, 자재관리사무원, 정치학연구원, 증권중개인, 철도운송사무원,
총무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투자인수심사원
(투자언더라이터), 항공운송사무원, 해외영업원. 회계사, 회계사무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기업 및 직무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한화인(https://www.hanwhain.com) → Meet → 직무소개 → 한화
자산운용 → 자산운용
•기업은행(www.ibk.co.kr) → 은행소개 → 채용안내 → 채용정보 → 직무
소개 → 개인금융
기업은행 직무소개

대학일자리센터

| 기업은행 - 기업금융/개인금융
•[직무소개]
•개인고객영업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적금, 출납, 자동화기기, 계산, 어음교환, 판
매 및수납대행, 방카슈랑스 업무 등 개인영업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합니다.
 또한 카드 및 가계대출 업무를 처리하며 사후관리와 창구거래와 상품
마케팅활동 등을 수행하고, 고객관리와 부수업무 및 수명 사항을 담당
합니다.
•기업고객영업
 기업고객에 대한 융자상담 및 여신취급에 필요한 신용조사, 여신심사,

담, 심사 및 의사결정과 서류징구 및 거래기업을 관리하고 창구거래와

경제학과

품의서 작성, 담보권 설정서류 및 채권서류 등을 작성/관리하고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기업고객의 외환취급에 필요한 상
상품 마케팅활동 등을 수행하고, 고객관리와 부수업무 및 수명사항을
담당합니다.

전공 진로

•[필요 역량 및 우대 조건]
① 고객관계관리(CRM) 활용, 고객 거래 현황, 재무제표의 이해, 개인정
보보호 관련 법률,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 지식 등이 요구됩니다.
② 공감적 경청능력, 상호 소통 능력, 정확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
력,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 설명 능력, 상품제안 및 협상 진행능력, 의
견 조율능력, 고객관계관리(CRM)활용 능력, 재무제표 분석 능력, 고
객 만족도 파악 능력, 취급업무의 적정성 판단 능력, 관련 규정 및 절
차 설명 능력 등을 겸비해야 합니다.
③ 우대자격: CFA, CFP, FRM, CDCS,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
계리사, 감정평가사,관세사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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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출 분야 : NCS
NCS 관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검색 → 분야별
검색
•03. 금융·보험 → 1. 금융 → 1. 금융영업 → 01. 창구사무
•03. 금융·보험 → 1. 금융 → 4. 자산운용 → 01. 주식·채권운용
NCS 직무소개

•10. 영업판매 → 2. 부동산 → 4. 감정평가 → 01. 부동산·동산감정평가

| NCS 직무명 : 창구사무
•직무 정의
창구사무는 고객이 원하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고객접점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금융상품을 세일즈 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입지급 거래 ② 예금 관리 ③ 예금상품 세일즈
④ 제신고 처리 ⑤ 출납관리 ⑥ 외국환거래
⑦ 전자금융 서비스 ⑧ 개인대출 세일즈 ⑨ 펀드 세일즈
⑩ 방카슈랑스 세일즈 ⑪ 신용카드 세일즈 ⑫ 부수업무 처리
⑬ 금융소비자 보호

대학일자리센터

| NCS 직무명 : 주식 · 채권운용
•직무 정의
주식 · 채권운용은 투자자의 수익창출을 위해 경제, 산업, 기업 등을 분석
하여 주식 및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포
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주식 투자목표 수립 ② 채권 투자목표 수립 ③ 거시경제분석
④ 산업분석 ⑤ 계량모형분석 ⑥ 기업분석
⑦ 주식가치평가 ⑧ 채권가치평가 ⑨ 주식투자전략 수립
⑫ 주식 · 채권 리스크 관리 ⑬ 주식 · 채권 운용성과 분석

경제학과

⑩ 채권투자전략 수립 ⑪ 주식 ·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전공 진로

| NCS 직무명 : 부동산 · 동산감정평가
•직무 정의
부동산·동산의 감정평가란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높은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대상의 구체적 사항을 조사·확
인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감정평가 사전분석 ② 감정평가계획 수립 ③ 현장조사
④ 감정평가자료 분석 ⑤ 가치형성요인 분석 ⑥ 감정평가방법 적용
⑦ 감정평가액 결정 ⑧ 감정평가서 작성 ⑨ 감정평가서 검수
⑩ 감정평가 사후관리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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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공 및 어학교육 등 다양한 학제적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전문인 양성과 급변하는 국제경제 ·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력 심화와 진취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지
닌 창조적 실천인을 양성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
하고 있는 인천과 수도권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전공
분야
분야

주임교수

소개

무역/통상/MICE

이 윤, 손기윤,
박정동, 정진영

국제무역 · 투자, 통상 및 MICE 등의 글로벌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산학협력 부분으로 진출이 가능

항만, 항공, 지식정보 분야의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
옥동석, 김홍섭,김순홍,
여 물류 · 유통 · 정보 분야의 이론적 · 실무적 지식을 체계적
유병국, 안영효 권순창
으로 학습

금융/보험

이찬근, 박구웅,
옥우석, 김준식

현대 사회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금융 및 보험 지식은 필수불가하
므로 무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금융 및 보험 지식을 습득토록 함

무역학부

물류/유통 · 정보

전공 진로

|진로|
•무역/통상/MICE
- 공공 : 관세청

및 지역세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협회, 한국국제
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공사, 지역 컨벤션센터, 각종 학/
협회 사무국
- 민간 : 관세사,
종합무역상사, 무역회사, 외국계기업, 제조·유통업체의 무역부서, 해운·운송회사, 관세사

사무실, PCO(컨벤션기획업), 호텔·리조트, 복합리조트 MICE시설, MICE서비스업체
•물류/유통·정보
- 국제물류 : 해운회사, 무역회사, 국제특송회사 등
- 물류 및 유통기업 : 물류컨설팅사, 물류서비스회사, 운송회사,
글로벌 유통회사, 유통체인, 온라인마케팅회사,
백화점 등

무역/통상
/MICE

- 일반 제조회사 : 기업자재부서, 생산운영관리부서, 마케팅부서

물류/유통
· 정보

- 국공립 물류기관 및 기업 : 조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 부두 공단 등
•금융/보험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금융공기업,

금융/보험

경제·경영연구소 등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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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무역/통상/MICE : 무역영어1급, 관세사, 국제무역사, 컨벤션기획사 2급
•물류/유통·정보
- 국제공인자격 : 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an), CPIM(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CPM(Certified Purchasing management), OCA, OCP, OCM 등
- 국내공인자격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네트워크관리
사등
•금융/보험
- 공인회계사(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
사,펀드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FP, AFPK),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미국손해보험 언더라이
터자격증(CPCU) 등

| 비교과 활동 |
•무역/통상/MICE : 교수-학생 친화활동, 특성화사업단 프로젝트그룹, 특성화사업단 글로벌챌린저, MICE 동
아리 (my's)
•물류/유통·정보 : NEON, 물류, 유통 등 전공 스터디그룹, 글로벌물류회사(CJ GLS 등) 인턴연수과정, 문화관
광 빅데이터분석 경시대회 등
•금융/보험 : 한국은행 통화경시대회, 한국거래소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등

대학일자리센터

교과목
무역/통상/MICE

1학년

2학년

물류/유통 · 정보

금융/보험

공통
필수

경제학원리Ⅰ, 경제학원리Ⅱ, 회계학Ⅰ, 무역영어Ⅰ, 무역학개론

선택

경영학원론, E-정보시스템, E-데이터베이스, 회계학Ⅱ,
자기설계 SeminarⅠ, 자기설계 SeminarⅡ

필수

물류개론, 무역실무, 국제무역론, 금융경제학, 통계학, 국제통상법

선택

해외지역연구, 중국경제론, 네트워크경제론, 리스크관리론, E-biz개론,
국제통상론, 국제경영론, 조사방법론, 국제협상론

선택

선택

관세론, 무역세미나, 물류세미나, e-biz창업실무, 위험관리 및 보험세미나,
금융세미나, MICE기획론, 기업경영분석연습, 세계무역사, 유통관리론, 빅데이터

※ 2019학번부터는 전공필수 총 33학점(11과목) 중 18학점(6과목) 이상 이수. 단, 복수전공자는 모두 이수.

관련
전공

전공명

유럽통상학연계전공, 중국지역학연계전공, 물류학연계전공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공명

취업
기업

경영학
무역/통상/MICE

경영학
물류/유통 · 정보

경영학
금융(재무, 금융공학), 보험

동문선배 취업기업
한국투자신탁운용, 새마을금고, 대덕자산운용,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인천
신협, IBK 기업은행, CJ대한통운, 인천항만공사, GS리테일,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미니스톱, 농협물류 등

취업경력개발원

전공 진로

4학년

무역영어Ⅱ, 지리경제학, 무역결제론, 기업물류 및 SCM, 교통경제학,
국제금융론, 보험개론, 국제물류관리론, 물류관리회계, 금융상품론,
금융DATA분석, 국제무역보험론, 중국기업론, 한국무역론,
국제마케팅, 글로벌경제와 관광

무역학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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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워크넷
주요진출분야
•기업체 : 제조 및 유통업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유통부서, 무역회사,
전국유통단지, 해운회사, 항공회사, 운수회사, 화재해상보험회
워크넷

사, 창고관리업체, 세관, 홈쇼핑, 전자상거래업체, 외국계회사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재경직, 국제통상직, 관세
직, 철도행정직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
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자영 : 관세사 사무실

| 진출직업
•관세사, 관세행정사무원, 무역사무원, 물류관리전문가, 사회계열교수, 상
품기획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영업관리사무원, 의약품영업원, 자재관
리사무원, 총무사무원,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해외영업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무역학

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기업 및 직무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CJ채용(http://recruit.cj.net/) → 채용정보 → 직무미리보기 → CJ대한
통운 → 포워딩
•한화인(https://www.hanwhain.com) → Meet → 직무소개 → 해외영업
•현대글로비스채용(http://recruit.glovis.net) → 직무소개 → 트레이딩
•포스코대우(구 대우인터내셔널) 채용(http://gorecruit.posco.net) →
직무소개 → 무역 → 해외무역

| CJ대한통운 직무소개 - 포워딩
•[직무소개]
글로벌SCM 환경에 적합한 자체 IT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물류효율
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전체 물류 프로세스에서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J 직무소개

대학일자리센터

•국제물류
국제물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고객사별 화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출
입 리드타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현지통관부터
내륙운송까지 일괄적인 고객맞춤 종합서비스(해상/항공포워딩, 철송, 통
관, 운송 등)를 제공합니다.
•국제특송
해외직구, 역직구를 포함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글로벌 e-Commerce
사업자 및 GFC(Global Fulfilment Center)보유, 재고관리, 소형
Packing부터 통관, 배송까지 One-stop 물류 서비스와 고객을 위한 맞
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워딩만의 특화된 사업영역의 일환으로 정밀기기, 초고가품, 미술품, 문
화재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 전시 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 설치 서비스

무역학부

•특화사업 서비스(국제 전시, 이주화물)

를 제공하고 또한, 전 세계로 이주하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운송, 통관, 현

•국제물류 컨설팅
고객정보 수집을 통해 전반적인 물류수준을 진단하고 당사의 물류수행, IT
역량 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물류프로세스 컨설팅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건설의 각 공정별 필요 Item이 적기에 적절한 운송 Mode를 통해
Site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선사/항공사/운송사/해외파트너/관세사 등과
운송 Arrange, 스케줄 관리, Risk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사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진행하며, 고객사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또한 선사/항공사/운송사/해외파트너/관세사 등과
요율 협상 및 업체 변경 등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 운송 Route별 운임 분석을 통해 EPC社의 프로젝트물류 Bidding
에 참여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물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각 국가
별 차이점(통관, 법규, 관행 등) 및 화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송 Mode
및 Route 등을 수립하여 제안합니다.
선사/항공사 및 해외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Communication을 통해 수주
한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세 관리하며, 이를 통해 고
객사와의 Lock-in을 추진합니다.

취업경력개발원

전공 진로

지 배송 등 해외이주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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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대우 직무소개 - 해외무역
•[직무소개]
① 점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무역 전문가
 - 포스코대우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다양한 노하우와 국제화된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입니다. 하나의 개인이 점으로 이어져 글로벌 네트
워크망을 이루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해외 무역 영업입니다.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진취적이고 미

포스코 직무소개

래 지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② Global Leader 입니다
 - TRADER는 무역이라는 Business을 통해 고객과 고객, 국가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보다 먼저 생
각하고 멀리 내다보며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쉬지 않는 열정, 세계시
장을 선도하는 Global 마인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지닌 Global Leader가 바로 해외무역 전문가입니다.
•[필요역량 및 전공/자격]
① 외국어 구사 능력
 - 해외무역에 있어 영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무역규정과 계약서는 물론 종합적인 업황 정보도 영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수한 영어 구사력은 무역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비영어권 국가와 거래를 할 때는 제2외국어 능력 역시 중요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친밀감 형성을 통
해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앞
에서 자신감 있게 영어로 자신을 어필함과 동시에, 제2외국어까지
가능하다면 우리의 Business는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② Item, Market, Network 전문가
 - 해외무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통해 제품을 사고파는 거래이
기 때문에 Buyer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니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기본적 지식뿐 아니
라, 해당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Buyer가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최적의 정보와 함께 공급하기 위해,
최고의 품목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경쟁사 동향은 물론 Up & Down stream
산업의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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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분석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의 접
근뿐만 아니라 고급정보 구득을 위해 다방면의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강원료사업실 광석팀 김태은 주니어매니저 인터뷰]
철강원료사업실 광석팀에서 철광석을 한번 가공시킨 HBI/DRI/BPI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구매/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퍼져있
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급선과 수요가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미생을 보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의 로망이 된 상사업무는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무
게감이 있는 업무입니다.
야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인 안목과 복합적인 사고로 공급과 수요 양쪽을 만족시키며 거래를 성사

무역학부

또한 각 담당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일을 해

시킨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매력 요소입니다. 세계지도를 펼치게 되
면 제가 Trading하는 원료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의 동향이 한눈
래를 성사시키기 까지 마켓 동향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 법률 지식이 필요
하며 상대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사료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의 젊음을 바치기에 아깝지 않은
꿈이라 생각합니다.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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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프로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무역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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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출 분야 : NCS
NCS 관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검색 → 분야별
검색
•02. 경영·회계·사무 → 4. 생산·품질관리 → 3.무역·유통관리 → 01. 물
류관리
NCS 직무소개

•03. 금융·보험 → 1. 금융 → 6. 증권·외환 → 06. 무역금융업무
•10. 영업판매 → 1. 영업 → 1. 일반·해외영업 → 02. 해외영업

| NCS 직무명 : 물류관리
•직무 정의
물류관리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화의 이동 및 물류서비스 제공에
따른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물류운영계획수립, 물류거점 운영계획,
보관하역관리, 육상운송관리, 해상운송관리, 항공운송관리, 복합운송관
리, 특송화물관리, 물류효율성과 관리, 물류정보시스템 활용, 물류고객관
리 등을 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물류운영계획 수립 ② 물류거점 운영계획 ③ 보관하역관리
④ 육상운송관리 ⑤ 해상운송관리 ⑥ 항공운송관리
⑦ 복합운송관리 ⑧ 특송화물관리 ⑨ 물류효율성과 관리
⑩ 물류정보시스템 활용 ⑪ 물류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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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무명 : 무역금융업무
•직무 정의
무역금융업무는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진
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수출신용장 통지 ② 수출신용장 양도
③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④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⑤ 수출 사후관리
⑥ 수입신용장 개설 ⑦ 수입선적서류 인수결제
무역학부

⑧ 외화지급보증 개설 ⑨ 외화지급보증 지급관리
⑩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

전공 진로

| NCS 직무명 : 해외영업
•직무 정의
해외영업은 회사의 제품, 상품,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 상품 분석,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고객을
발굴하여 거래를 제안,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
며, 고객과의 계약이행, 클레임 처리 및 고객 관리를 포함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해외시장 조사 ② 해외영업 상품 분석 ③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④ 해외 잠재고객 발굴 ⑤ 해외거래 제안 ⑥ 해외고객 협상
⑦ 국제계약체결 ⑧ 해외영업 계약 이행 관리 ⑨ 해외 클레임 처리
⑩ 해외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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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경대학

•교육목표

소비자
학과

다학제적인 융합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
을 갖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만족과 고객상
담 분야, 소비자금융과 가계재무 분야, 소비트렌드와 소비문화
분야, 소비자정책 및 보호 분야의 실용적인 전문 인재 양성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고객관리·유통
전문가

이영애

소비자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객관리 및 유통 분야 소비자전문가
육성

가계경제·
재무설계 전문가

조혜진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실무역량을 갖춘 금융소비자
전문가 육성

소비문화트렌드·
조사분석 전문가

김종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와 선호를 분석하고 미래 시장 환
김우혁 경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소비자보호
전문가

성영애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
육성

|진로|
고객관리·
유통전문가

•고객관리·유통전문가 : 소비자상담/ CS 및 마케팅, 유통
•가계경제·재무설계전문가 : 은행/보험사, 증권사, 농협 등 금융권

소비자보호
전문가

•소비문화트렌드·조사분석 전문가 : 마케팅, 유통, 조사분석, 기획
•소비자보호 전문가 : 소비자정책 및 행정

| 자격증 |

가계경제·
재무설계
전문가

•고객관리·유통전문가 : 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업무전문가, 유통관리사
•가계경제·재무설계전문가 : AFPK, CFP, 소비자재무설계사, 신용상담사
•소비문화트렌드·조사분석 전문가 : 소비자트렌드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유통관리사
•소비자보호 전문가 : 소비자업무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 비교과 활동 |
•공통 : 현장실습, 관련기관, 견학, 공모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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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
트렌드·조사분석
전문가

트랙
교과목
고객관리·유통
전문가
1학년

선택

3학년

소비자유통,
고객서비스

가계경제

공통
필수

가계재무설계,
가계저축과투자

소비자상담
상품머천다이징,
유통시장분석

금융교육론,
보험설계

취업
기업

전공명

소비자문화와트렌드
분석, 소비자이슈,
소비자심리,
서비스시장분석

지속가능소비론

소비자빅테이터분석

신용관리론,
가계재무상담,
은퇴및상속설계

온라인소비자행동
분석, 컨슈머서비스
디자인연구

서비스측정및평가, 컨슈머인터렉션융합프로젝트
글로벌 소싱,
창업시장분석

금융소비자행동분석

경영학부, 경제
무역학부

소셜커머스와전자상 투자론, 금융기관론
거래, 인터넷마케팅
미시경제학
e-biz개론, 유통관
보험개론
리론, 물류개론
금융상품론

고객관리 · 유통

가계경제 · 재무설계

소비자광고심리

소비자안전

경영학부, 산업경영
무역학부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

소비자행동분석
마케팅조사론
빅데이터

환경법, 금융법
대사회와 행정
공공정책의 이해
소득분배론

소비문화트렌드 ·
조사분석

소비자보호

동문선배 취업기업
샤넬, CJ올리브네트웍스, CJ오쇼핑, 오비맥주, 롯데시네마, 코리아나화장품, ㈜정식품,
오비맥주㈜, 롯데슈퍼, CJ올리브영,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LG전자, EXR, 휴렛팩
카드, 한국소비자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연맹, 소비생활센터, 인천중소기업
지원센터,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시티은행, KB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 신협, 건강보 험심사평
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 용, 현대
커머셜㈜, 로그인디, 영림임업㈜, 영림화학, ㈜마크로밀엠브레인, 소비자경제신문사,
스타에이젼시, 시공인스토리,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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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박사

질적소비자조사

행동재무학,
금융소비자론

전공명 경영학부, 무역학부

과목명

소비자교육,
소비윤리

소비자학과

관련
전공

상품개발론,
매장관리,
고객관리
소매경영

공통
선택

소비자유형분석

소비자학세미나

필수

4학년

소비자보호
전문가

소비자법과정책, 소비자정량조

공통

선택

소비문화트렌드·
조사분석 전문가

소비자와시장, 소비자의사결정

공통
선택

2학년

가계경제·재무
설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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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워크넷
주요진출분야
•기업체 : 일반기업체
고객관리부서(CRM), 소비자마케팅, 상품개발 및

기획담당자, 금융기관내의 소비자 재무 설계 및 상담관련 부서, 리서치
회사 및 여론조사기관, 언론 및 대중매체 소비자 전문 담당 기자 등
워크넷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 소비자원, 행정부처의 소비자 문제 및
정책 관련 부서,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전문가, 민간소비자단체,
각종 소비자 기관 등


| 진출직업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사회조사분석가, 소비자트렌드분석가, 주변

환경정리전문가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소비자학과

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기업 및 직무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http://job.shinsegae.com)
→ 회사별 소개 → 신세계 → 직무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hira.or.kr/)
→ 알림 → 채용공고 → 직무

설명자료

•기업은행
채용정보(http://ibk.incruit.com/)→직무소개→개인금융


| 신세계 직무소개 - Retail Management(매장관리)
•[직무내용]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SM이라 부릅니다.
SM은 Sales Manager 즉, 판매 관리자를 뜻합니다. 영업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제반 사항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일반적
신세계 직무소개

으로 1명의 SM은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의 브랜드를 관리합니다.
SM의 업무는 크게 ‘매출관리, 매장관리, 사원관리, 고객서비스 관리’의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출관리는 말 그대로 SM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

대학일자리센터

드들의 일별/월별/연간 매출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매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프로모션(시즌별 테마행사, 고객초대회, 이벤트홀 행사 등)을 기
획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매장관리는 SM이 담당하고 있는 매장의 안전 관리 상태, 청결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
는 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원관리 업무입니다. 1명의 SM이 담당
하고 있는 매장에는 직영사원 뿐만 아니라 브랜드 별로 수많은 협력사원
들이 근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사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원활한 영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SM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은 고객
서비스 관리 업무입니다.
백화점은 유통업인 동시에 서비스업입니다. 그런 만큼 백화점을 방문하
대하고 우리 백화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쇼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SM을 Super Man
의 약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많은 일들을 척척 해결해

소비자학과

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SM은 매장에서 직접 고객을 응

내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과 팀 내 다른 장르 SM들과 함께 그날의 특
이사항에 대해 간단히 회의합니다. 회의 후에는 전 사원이 오픈 전에 함께
매장을 돌며 매장은 고객을 맞이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브랜
드 별로 상품 입고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원들은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매장을 돈 후 오픈 30분 전 특정 요일
엔 SM별로 브랜드 협력사원들과 함께 간단히 아침조회를 진행합니다. 아
침조회 시에는 간단한 정보 공유사항과 서비스 공감회 등을 진행하며 무
엇보다 협력사원들과 함께 웃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
간을 보냅니다. 점포 오픈과 함께 매장에서 오픈 인사를 마치면 오전 중에
는 간단한 서류작업이나 신규사원 면담 등을 진행합니다. 오후가 되면 대
부분의 시간을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오후 현장근무를 진행하여 다시 한 번 매장을 체크합니다. 브랜드별 영업
담당자 방문 시 프로모션 관련 회의 및 상담 등을 진행하다 보면 금방 하
루가 지나갑니다. 폐점 음악과 함께 폐점인사를 마치고 나면 간단히 매장
을 점검한 후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취업경력개발원

전공 진로

•[하루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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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 기업은행 직무소개 - 개인금융
[직무내용]
 - 개인고객영업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적금, 출납, 자동화기기, 계산. 어음교환, 판매 및
수납대행, 방카슈랑스 업무 등 개인영업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카드 및 가계 대출 업무를 처리하며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창구거래와 상품 마케팅활동 등을 수행하고, 고객관리와 부수업무 및 수명
사항을 담당합니다.

 
- 개인영업기획
개인고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조정합니다. 개인고객관련
각종제도, 수신 및 가계대출 대내외 규정, 사후관리, 금융실명제, 주
택청약업무, 금리, 수수료, 방카슈랑스 업무, 판매 및 수납대 행에 관
한 업무를 기획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개인마케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집중마케팅 전개, 프로모션 추진,
 개인고객팀 평가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개선합니다. 각종 마케팅
 정보자료

제공 등 여업점 마케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합니다.
- CS(고객만족)
CS기획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CS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CS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고객의 소리 관리로 내외부 고
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직원 교육을 통한 CS의식 강화를 위해 고객응대, 전화응대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CS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제
반 활동을 담당합니다.

 - 고객상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원 상담 능력 향상,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제고, 영업점 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상
담합니 다. 전화집중, 텔레뱅킹, 일반TM, 카드TM 등 IBK 고객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한 영업점 업무를 상담합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진출 분야 : NCS
NCS 관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검색 → 분야별

NCS 직무소개

검색 → 02. 경영,회계,사무
02.경영,회계,사무 → 01.기획사무 → 03.마케팅 → 02.고객관리
03.금융보험 → 01.금융 → 01.금융영업 → 01.창구사무
03.금융보험 → 01.금융 → 01.금융영업 → 03.PB영업

•직무 정의
고객관리란 현재의 고객과 잠재고객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소비자학과

| NCS 직무명 : 고객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브랜드에 호감도가 높

•능력단위

전공 진로

은 고객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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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관리 계획수립 ② 고객 데이터 관리 ③ 고객분석
④ 고객관리 실행 ⑤ 고객지원 ⑥ 고객 필요정보 제공
⑦ 성과평가 ⑧ 비정형 데이터 관리

취업경력개발원

| NCS 직무명 : 창구사무

•직무
정의
고객이 원하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고객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상품을 세일즈 하는 업무이다.

•능력단위
① 예금상품 세일즈 ② 제신고 처리
③ 출납관리 ④ 외국환거래 ⑤ 전자금융 서비스
⑥ 개인대출 세일즈 ⑦ 펀드 세일즈
⑧ 신용카드 세일즈 ⑨ 부수업무 처리
⑩ 금융소비자 보호 ⑪입지급 거래
⑫ 예금관리 ⑬ 외국환거래

| NCS 직무명 : PB영업
•직무
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니즈를 파악
하여 니즈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다.

•능력단위
 고객창출
①
②
 고객상담
③
 고객정보수집·분석
④ 금융자산 투자설계
⑤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⑥ 고객제안· 실행
⑦ 투자 사후관리
⑧ 고객관리
⑨ PB컴플라이언스

대학일자리센터

•교육목표
정치외교학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을
탐구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

글로벌정경대학

정치외교
학과

문이며, 정치외교학과는 이와 같은 학문의 목적을 반영하여 민
주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와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치외교학과의 교육 및 연
구 영역은 크게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더 세분화하면 정치사상,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분야
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외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저학년에서는
각 분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고학년에서는 이
론심화교육 및 동북아중심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뤄
진다.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The
Academia

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유학을 통해 전문연구자나 학자의 길을 원하는 학생들
을 위한 트랙이다.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학습과 더불어, 정치사상, 한국정치,
이구표
비교정치, 혹은 국제정치 분야를 집중 학습함으로써 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유
학을 준비한다.

Leaders &
Democracy

선거, 정당, 국회 진출을 위한 트랙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대의정치의
이준한 핵심인 정당과 의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트랙이다. 정치외교학과의 다양한
전공을 학습하고 정치적 소양을 쌓은 뒤 현실정치 영역으로 진출한다.

The
Justice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 및 사법ㆍ행정ㆍ입법부 등의 공무원으로
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박요한 진학과 각종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활용해 최적화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

Public Light

방송ㆍ언론ㆍ출판ㆍ광고ㆍ영화 등의 분야와 사회단체에서 자신의 꿈을 펼
쳐나가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다. 정치외교학의 기초 및 응용교과목
의 치열한 학습과 토론, 논리적ㆍ체계적ㆍ종합적인 글쓰기 연습, 인문사회과
박선경
학 고전과 베스트셀러 및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비판적 독서와 토론을 진행
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리적ㆍ균형적ㆍ비판
적ㆍ실천적인 사고력을 배양하여 관련분야에 주도적으로 진출한다.

My
World

세계를 무대 삼아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다.
이호철 국립외교원 진학을 위한 준비와 함께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기구, 비교정
부, 지역연구, 외국어 등의 학습에 집중하여 관련분야에 주도적으로 진출한다.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The Academia
- 대학원 진학 (또는 해외유학), 대학원 졸업 후에는 정부출연연구소ㆍ기업부설연구소ㆍ비영리단체연구
소ㆍ대학부설연구소 등의 전문연구원, 외국계기업 및 해외현지 취업, 대학교수,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
•Leaders & Democracy
- 국회 입법보조원 또는 인턴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고, 인턴부터 4급 보좌관으로 진출, 각 정당의 대학생위
원회, 시당의 실무자, 정당의 정책연구소, NGO, 기업의 대관업무 전문가, 선출직 출마 등
•The Justice
- 로스쿨 진학(변호사, 판사, 검사), 공직 진출(5ㆍ7ㆍ9급 국가직 및 지방직 행정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법
원행정공무원, 국회사무처공무원,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사회복지행정공무원 등), 각종 국
가공인자격증 취득(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Public Light
- 언론ㆍ출판ㆍ방송ㆍ영화계(방송ㆍ신문ㆍ잡지사 기자, 피디, 아나운서, 시나리오ㆍ방송 작가, 영화감독, 시사ㆍ정
치ㆍ영화평론가, 편집기자, 편집디자이너, 문화콘텐츠 제작자 등), 정계(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비서관ㆍ비서, 지
방의회 입법 보좌요원, 정당의 당직자), 사회단체 전문요원(환경ㆍ복지ㆍ경제ㆍ노동ㆍ역사ㆍ문화ㆍ여성단체 등),
•My World
- 국립외교원 진학(외교관), 외교직 공무원, 국제기구, KOTRA, KOICA, 국가정보원, 기업의 해외담당파트,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단체의 국제교류담당파트

| 자격증 |
•Leaders & Democracy : 통계분석, 여론조사 관련 자격증
•The Justice : TOEIC 등 각종 영어능력시험, 각종 제2외국어 등급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시험,

Leaders &
Democracy

My
World
The
Justice

워드프로세스시험, 각종 국가공인자격증(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감평사, 변리사 등)
•Public Light : TOEIC 등 각종 영어능력시험, 각종 제2외국어 등급시험

Public
LIght

•My World : TOEIC 등 각종 영어능력시험, 각종 제2외국어 등급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제기구 인턴,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워드프로세스시험

| 비교과 활동 |
•The Academia : 심화학습

세미나(정치사상,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지역연구 등 학습), 그룹 영어스
터디(개별 관심분야 조사ㆍ발표ㆍ토론)
•Leaders & Democracy : 국회
입법보조원 또는 인턴,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턴, 정당의 대학생위원회, 정당의

정책연구소, NGO, 선거운동, 국회 주최 토론대회 참가 등
•The Justice : 개인별
목표에 따라 스터디 조직 및 학습(공통과목 위주의 학습 및 학원동영상 강의 시청), 개인

별목표에 적합한 동아리 활동, LEET(법학적성시험) 준비, 헌법학습, 과목별 단기 방학특강, 합
격자와의 간담회

취업경력개발원

전공 진로

The
Academia

•The Academia : TOEFL, TOEIC 등 각종 영어능력시험, GRE 시험

정치외교학과

광고홍보업계(광고기획홍보사, 선거기획홍보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홍보대행사, 기업의 광고홍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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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ight : 개인별 목표에 따라 스터디 조직 및 학습(개별관심 분야 조사ㆍ발표ㆍ토론 또는 공통 관심분
야 조사ㆍ발표ㆍ토론, 인문사회과학서적 독서ㆍ토론ㆍ글쓰기, 헌법ㆍ민법ㆍ형법 등 기초 법
학습),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각 분야 그룹별 현장방문, 연관 분야 동아리 활동
•My World : 개인별 목표에 따라 스터디 조직 및 학습(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등), 국내외 외교통상 이슈 분
석 및 시사영어 관련 동아리 구성과 학습, 국제정치 핵심저서 원서 읽기, 정보수집과 공유(기출
문제 분석, 합격자 인터뷰기사 등 언론기사, 국내외 학술저널에서 특집으로 다룬 논문주제 등 분
석, 해외 주요 연구소 사이트의 핵심이슈 분석 등), 전국대학생모의유엔, 전국대학생안보대회,
졸업학술제, PSAT(공직적격성평가) 준비, 헌법학습, 과목별 방학단기특강, 합격자와의 간담회

트랙
교과목
The Academia

1학년

2학년

공통

정치학의 이해, 국제정치의 이해

필수

서양정치사상(1), 비교정치론, 국제관계이론, 정치학연구방법론, 한국정치론

선택

3학년

필수

외교사, 한국정치사상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서양정치사상(2)
국제기구론, 미국정치론
국제정치경제론

한국정치사상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미국정치론
비교정치경제론
국제정치경제론

현대안보론, 한국의 외교

선택

현대정치와 리더십
선거와 정당, 중국정치론
성정치학,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정치
국제정치사상
정치발전론
외교정책론, 러시아정치론
아시아비교정부론

현대정치와 리더십
선거와 정당
정치발전론
아시아비교정부론
정치학연구방법론2

선택

문화정치론, 의회정치론
동아시아국제관계론
일본정치론
북한정치론, 정치철학
정치제도론
정치사회학,
현대유럽정치의 이해
공공외교의 이론과 실제

문화정치론
의회정치론
정치제도론
정치사회학
현대 비교정치쟁점
현대 국제정치쟁점

4학년

대학일자리센터

Leaders & Democracy

트랙
교과목
The Justice

1학년

2학년

My World

정치학의 이해, 국제정치의 이해

필수

서양정치사상(1), 비교정치론, 국제관계이론, 정치학연구방법론, 한국정치론

선택

외교사
한국정치사상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서양정치사상(2)
국제기구론
미국정치론
국제정치경제론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미국정치론
국제정치경제론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미국정치론
국제정치경제론

정치외교학과

3학년

공통

Public Light

현대안보론, 한국의 외교

선택

현대정치와 리더십
선거와 정당, 중국정치론
성정치학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정치
국제정치사상
정치발전론
외교정책론
러시아정치론

중국정치론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정치
외교정책론
러시아정치론
아시아비교정부론

문화정치론
의회정치론
동아시아국제관계론
일본정치론
북한정치론
정치철학
정치제도론
정치사회학
현대유럽정치의 이해
공공외교의 이론과 실제
현대 비교정치쟁점
현대 국제정치쟁점

동아시아국제관계론
일본정치론
북한정치론
현대유럽정치의 이해
공공외교의 이론과 실제
현대 비교정치쟁점
현대 국제정치쟁점

선거와 정당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정치
아시아비교정부론

4학년

선택

의회정치론
정치사회학
정치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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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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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워크넷
주요진출분야
•기업체 : 방송사, 신문사
•연구소 : 정치문화연구소,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
워크넷

략연구소, 남북전략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제통상직, 출입국관리
직, 외무영사직 공무원),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
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기타 : 정당, 국회

| 진출직업
•관리비서, 국회의원, 방송기자, 사진기자, 사회계열교수, 사회단체활동가,
신문기자, 외교관, 일반비서, 잡지기자, 정치학연구원, 지방의회의원, 촬
영기자, 편집기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정치외교학

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기업 및 직무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CJ그룹 채용정보(http://recruit.cj.net) → 인재채용 → 채용정보 → 직무
정보 → CJ푸드빌 → 홍보
•SK그룹 채용정보(http://www.skcareers.com) → SK HR → 직무소개
→ SK이노베이션 → 경영지원 → 홍보·사회공헌

| CJ푸드빌 직무소개 → 홍보
•[직무소개]
CJ푸드빌의 홍보 인력은 고객과 회사, 그리고 임직원 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기업 이
미지를 향상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
내적으로는 홍보 아이템 발굴, 사내방송 제작, 기업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
무를 진행합니다.
CJ 직무소개

대학일자리센터

•대외홍보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과 자료제공 등을 합니다.
•위기관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오해는 풀고, 실제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개선 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려
야 합니다.
•언론 네트워크 관리
 회사의 사업 현황과 비전 등을 설명함으로써 언론 전반에 CJ푸드빌에 대

•[필요역량 및 전공/자격]

정치외교학과

한 우호적/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향후 대외홍보 및 위기
관리 시 업무 활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경제 및 사회, 시사에 대한 기본 상식
의 객관적 위치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도된 기사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려 적시적인 의사

전공 진로

 기본 업무가 언론 모니터링입니다. 다양한 기사를 읽고 그 속에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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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사람을 많이 만나 소통하는 직무입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함께 원만
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배려심 있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를 위해 기자는 물론 임직원과 친분을 쌓고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하기도 합니다.
•침착함, 창의적 사고
 한 번의 말실수나 잘못된 자료 전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임
감을 가진 꼼꼼하고 침착한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반면, 홍보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기획력도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취업경력개발원

주요 진출 분야 : NCS
NCS 관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 분야
별검색
•01. 사업관리 → 1. 사업관리 → 1. 프로젝트관리 → 01.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NCS 직무소개

•02. 경영, 회계, 사무 → 1. 기획사무 → 1. 경영기획 → 01.경영기획
•02. 경영, 회계, 사무 → 2. 총무·인사 → 3. 일반사무 → 02. 사무행정

| NCS 직무명 :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직무 정의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
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
업개발 전략수립, 사업개발기획, 계획수립, 집행, 심사, 종료, 평가 및 사
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공적개발원조사업 개발전략수립 ② 공적개발원조사업 사업기획
③ 공적개발원조사업 PDM수립 ④ 공적개발원조사업 총괄운영관리
⑤ 공적개발원조사업 프로젝트 집행 ⑥ 공적개발원조사업 성과관리
⑦ 공적개발원조사업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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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무명 : 경영기획
•직무 정의
경영기획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사업환경 분석 ② 경영방침 수립 ③ 경영계획 수립
④ 신규사업 기획 ⑤ 사업별 투자 관리 ⑥ 예산 관리
⑦ 경영실적 분석 ⑧ 경영 리스크 관리 ⑨ 이해관계자 관리
정치외교학과

| NCS 직무명 : 사무행정

사무행정은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
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문서작성 ② 문서관리 ③ 데이터 관리
④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⑤ 사무행정 회계처리 ⑥ 회의 운영ㆍ지원
⑦ 사무행정 업무관리 ⑧ 사무환경조성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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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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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행정학의 전통적인 토대를 이루는 인사행정, 행정조직, 재무행
정, 정책학, 전자정부, 도시 및 지방행정, 계량행정, 행정관리,

글로벌정경대학

행정학과

정부규제, 행정철학, 행정사, 비교행정, 복지행정 등 사회의 다
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한 행정의 각 분야를 공부한다. 최근
에는 행정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정부혁신,
시민사회, 지역개발, 환경행정, 문화행정, ODA, 글로벌거버
넌스 등으로 교과과정이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전공과목과
함께 사회과학도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조사방법론, 경제
학, 정치학, 법학 등 타 학문 분야의 학습도 병행함

트랙
소개
주임교수

소개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동원
관련 과목으로 구성함

공무원

서진완

다양한 조직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관련 과목으로 구성함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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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무원(행정, 일반, 세무, 교육, 경찰 등)
•글로벌 리더 : 공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타 사기업

| 자격증 |

전공 진로

글로벌 리더

행정학과

트랙

공무원

글로벌
리더

•공무원 : 공인영어시험[토익 등(5급, 7급 공무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5급공무원) 등
•글로벌 리더 : 공인영어시험(토익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문분야 자격증 등

| 비교과 활동 |
•공무원 : 전공동아리 참여 및 7,9급 공무원 수험 동영상 시청, 정부기관 방문, 해외 봉사활동(ODA등) 참여
•글로벌 리더 : 어학동아리 참여, 전문자격증 취득, 국제기구 방문, ODA 프로그램 참여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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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워크넷
주요진출분야
•기업체 : 신문사, 방송사, 대학 및 전문대학 행정실, 병원 원무과
•연구소 : 지방행정연구소, 공공행정연구소, 자치행정연구소, 공공자치연
워크넷

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일반행정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보호관찰직, 도시계획직 공무원), 한국행
정연구원, 소방서, 경찰서 등

| 진출직업
•경리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경찰관, 경찰관리자, 관리비서, 관세행정사
무원, 광고 및 홍보사무원, 교육 및 훈련사무원, 도로운송사무원, 법률관련
무원, 소방관, 수상운송사무원, 인사 및 노무사무원, 일반비서, 자재관리
사무원, 정부정책기획전문가, 정부행정관리자, 조세행정사무원, 지방의회

행정학과

사무원(법무 및 특허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사회계열교수, 생산관리사

의원, 철도운송사무원, 총무 및 인사관리자, 총무사무원, 통계 및 설문조사
원, 항공운송사무원,행사기획자, 행정공무원, 행정부고위공무원, 행정학
전공 진로

연구원, 회의기획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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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주요 진출 현황·기업 및 직무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UN ESCAP(http://www.unescap.org/jobs) → job openings
•서울메트로(www.seoulmetro.co.kr) → 공사소개 → 채용정보 → 직무기
술서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user/main.do) → 공무원길라
잡이 → 직무소개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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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ESCAP - (G-3) Team Assistant
•[직무소개]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Programme Officer and overall
supervision of the Director of APCICT, the incumbent is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functions:
1. Provides secretarial assistance as well as a wide range of
UN ESCAP 직무소개

general office support services to help ensure the smooth
functioning of an organizational unit.
2.
 Uses

standard word processing package to produce a variety
of routine correspondence, reports, tables, charts, graphs,
etc., in accordance with institutional standards.
3. P ro o f re a d s w r i t te n p ro d u c t s fo r co m p le te n e ss a n d
grammatical and typographical accuracy.
4. Maintains calendar/schedules; monitors changes and
communicates relevant information to appropriate staff inside
and outside the immediate work unit.
5. Reviews, records, routes and/or processes mail or other
documents; gathers pertinent background material; tracks
and monitors follow-up action as required.
6. Receives phone calls and visitors, and responds to routine
inquiries and information requests, including drafting routine
written responses, or routes to appropriate personnel for
handling as required.
7.
 Maintains

files (both paper and electronic) and databases for
work unit.
8. Updates and maintains large distribution lists; assembles
do cum ent s, repo rt s an d other material s for g lobal
dissemination, where possible using electronic formats;
coordinates courier services.
9.
 Performs

basic data entry and extraction functions.
10.
 Checks

accuracy of simple calculations, codings, data, etc.
11. Performs a variety of administrative duties (e.g. leave
recording, meeting organization, reservations, office supply
and equipment orders, etc.), including preparing and/or
processing administrative requests/documents (e.g.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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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s, expense claims, vouchers, visa applications, etc.).
12.
 Photocopies

a variety of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13. Operates and maintains a variety of office equipment in
the performance of basic office functions, e.g.photocopier,
facsimile, printer, scanner, etc.
14.
 Delivers

urgent mail/messages.
15.
 Performs

other duties as assigned.
•[필요역량 및 자격]
•
 P ro fe s s i o n a l i s m : K n o w le d g e o f g e n e r a l o f f i ce a n d
administrative support. Knowledge of administrative policies,
achievements; demonstrates professional competence and
mastery of subject matter; is conscientious and efficient in

행정학과

processes and procedures. Shows pride in work and in

meeting commitments, observing deadlines and achieving
results; is motivated by professional rather than personal
problems or challenges; remains calm in stressful situations.
•
 P lanning & Organizing: Develops clear goals that are
consistent with agreed strategies; identifies priority activities
and assignments; adjusts priorities as required; allocates
appropriate amount of time and resources for completing
work; foresees risks and allows for contingencies when
planning; monitors and adjusts plans and actions as
necessary; uses time efficiently.
•
 Teamwork: Works collaboratively with colleagues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solicits input by genuinely valuing
others’ ideas and expertise; is willing to learn from others;
places team agenda before personal agenda; supports and
acts in accor-dance with final group decision, even when such
decisions may not entirely reflect own position; shares credit
for team accomplishments and accepts joint responsibility for
team shortcomings.

취업경력개발원

27

전공 진로

concerns; shows persistence when faced with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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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출 분야 : NCS
NCS 관련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 분야별검색
•02. 경영, 회계, 사무 → 1. 기획사무 → 1. 경영기획 → 01. 경영기획
•02. 경영, 회계, 사무 → 2. 총무·인사 → 2. 인사·조직 → 01. 인사
NCS 직무소개

•02. 경영, 회계, 사무 → 2. 총무·인사 → 3. 일반사무 → 02. 사무행정

| NCS 직무명 : 경영기획
•직무 정의
경영기획

업무는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사업환경 분석 ② 경영방침 수립 ③ 경영계획 수립
④
 신규사업 기획 ⑤ 사업별 투자 관리 ⑥ 예산 관리
⑦
 경영실적 분석 ⑧ 경영 리스크 관리 ⑨ 이해관계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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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무명 : 인사
•직무 정의
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
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인사기획 ② 직무관리 ③ 인력채용
④ 인력이동관리 ⑤ 인사평가 ⑥ 핵심인재관리
행정학과

⑦ 교육훈련 ⑧ 임금관리 ⑨ 급여지급
⑩ 복리후생 ⑪ 조직문화 관리 ⑫ 퇴직관리
⑬ 인사 아웃소싱

전공 진로

| NCS 직무명 : 사무행정
•직무 정의
사무행정은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
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①
 문서작성 ② 문서관리 ③ 데이터 관리
④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⑤ 사무행정 회계처리 ⑥ 회의 운영ㆍ지원
⑦
 사무행정 업무관리 ⑧ 사무환경조성

취업경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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