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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우리나라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국가 경영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인간의 전 삶에 적용하고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글로벌 물류를 선도할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현장의 다양한 

물류 수요를 만족시키며,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탁월한 역량과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고, 전통과 영향력을 계승, 확산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인구 5 천만 명 이상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인 세계 7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측면은 물론 문화 , 스포츠 , 정치 분야에서도 괄목할 교류와 쌍방의 발전을 

견인해 내고 있습니다 .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컴퓨터를 이용한 IT와 로봇이나 인공지능

(AI)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된 경제, 사회의 여러 변화현상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컬어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인류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보호주의 성향과 온존하는 WTO 구조의 국제교역, 물류여건에서 세계 경제는 BRICS의 견조한 

영향력 증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동남아지역과의 교역규모의 지속적 확장으로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역할이 강조되고 산업과 노동의 자동화 , 첨단화 그리고 ICT 확산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은 2003년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개원하여 교육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부터 

꾸준히 특성화사업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해외교환학생, 해외연수 및 견학, 다양한 집중강좌 및 자격증 취득과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학위 취득 후 졸업생들은 정부부처 , 인천시 , 대학 , 공공기관 , 국책연구소 , 물류기업 , IT 기업, 생산 

및 유통기업 등에 취업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류연계전공을 운영하여 

학부졸업생의 물류기업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학생들도 학업 후 대학 , 정부기관 , 물류기업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님들은 국내외적으로 국책연구기관 , 대학 , 물류기업 연구소 , 대기업등에서의 체득한 다양한 

경력으로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따라 최고의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와  세계의 물류Hub로서 도약하고 

있는 인천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드리며 미래 성공과 행복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동북아물류대학원장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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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설립배경  Foundation background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따라 글로벌화, 

지역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국가간, 지역간 거점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늘날 생산·소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물류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SCM 관점에서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유능한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물류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도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물류 인프라의 확충과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물류정보화와 물류전문인력 확충 등 물류전문인력 양성이 다국적 기업의 지역센터 결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능한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은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교역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 이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도 
완비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물류 및 비즈니스중심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인천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의 핵심인 산업클러스터, IT,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로드맵의 7대과제의 하나로서 국제물류활동을 원활히 펼칠 고급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제시하였다. 
인천대학교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이미 2003년에 교육부에 물류특성화 대학을 신청하였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물류대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 2004년부터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제 수준의 물류 전문가 양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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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ducational objectives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물류전문가는 구매관리, 
재고관리, 수송관리, 자재계획, 분배계획, 수요예측, 주문처리, 전략계획, 고객서비스 등 공급체인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IT 활용기술도 겸비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SCM/물류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 항공물류, 물류·교통 시스템, 기업물류, SCM, e-Business 분야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외 인턴십, 물류 시설 견학, 세미나·포럼 개최, 물류 CEO 초청강연, 프로젝트/연구 등을 통해 물류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수준의 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재학생 현황 Student present condition

동북아물류대학원은 2015년 가을학기 현재 85명(석사 55명, 박사 3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 Full-time과 Part-time의 비중은 
각각 22%, 78%이다. Full-time 재학생은 학부 및 석사과정 졸업 후 바로 진학하거나 1~2년 이내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연구실에 소속되어 수업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Part-time 재학생은 2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수행중이다.

향후진로 Future career development 

물류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물류전문가는 국내의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이다.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물류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로서의 
위상도 크게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물류기업 : 해운회사, 항공사, 무역회사, 국제특송회사 등
 물류 및 유통기업 : 물류컨설팅사, 물류서비스회사, 운송회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물류정보업체 : 소프트웨어업체, 물류정보망업체, 물류SI업체, 통신회사 등
 일반제조회사 : 해당기업의 자재부서, 생산운영관리부서, 마케팅부서 등
 물류정책기관 및 공기업 :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기관 : 각 대학 및 연구기관

이들 기관에서 물류전문가의 영역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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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2017. 9. 1 ~  현재

성        명 : 김 홍 섭
출신학교 : 성균관대학교
최종학위 : 경영학박사
전공분야 : 마케팅, 국제경영학, 국제물류론, 교통경제학

초대

2004. 3.  2. ~ 2006. 7.  4. 

성        명 : 전 일 수
출신학교 : University of Tennessee
최종학위 : 경제학박사
전공분야 : 국제운송, 물류산업

2대

2006. 7.  5. ~ 2007. 6. 30.

성        명 : 옥 동 석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최종학위 : 경제학박사
전공분야 : 후생 및 제도경제학, 재정학

3대

2007. 7.  1. ~ 2008. 7. 29.

성        명 : 진 형 인
출신학교 : State Univ. of New York, Binghamton
최종학위 : 경제학박사
전공분야 : 물류관리, 국제물류, GSC

4대

2008. 7. 30. ~ 2012. 7. 29.

성        명 : 곽 봉 환
출신학교 : 일본 Kansai University
최종학위 : 상학박사
전공분야 : Marine Insurance & Risk Management

5대

2012. 7. 30. ~  2015. 1. 26

성        명 : 안 승 범
출신학교 : 미국버지니아텍주립대학
최종학위 : 교통공학박사
전공분야 : 물류정책, 화물교통, 물류정보

6대

2015. 3. 13. ~ 2017. 8. 31

성        명 : 여 기 태
출신학교 :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최종학위 : 공학박사/경영학박사
전공분야 : 해운 및 항만물류

원 장

역 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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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현황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김홍섭 교수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

마케팅, 국제경영학, 국제물류론, 

교통경제학

hongskim@inu.ac.kr 

 경력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육성위원

           - (사)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 (사)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 (사)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가위원 

          - 한국CBMC 인천연합회 회장

          - (사)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해운물류학회 부회장

          - 한국은행 자문교수/인천관광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Canada Trinity Western Univ. 초빙교수

  안승범 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미국버지니아텍주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물류정책, 화물교통, 물류정보

sbahn@inu.ac.kr

 경력 -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 및 항공정책 분과위원

         - 서울시 및 인천시 교통계획위원회 위원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편집위원장

         -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연구팀장

  양창호 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

공공물류, 해운항만물류

chyang@inu.ac.kr

 경력 - 한국자산공사 선박매입위원회 민간위원 

         -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위원

         -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현) 

  여기태 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공학박사/경영학박사

해운 및 항만물류

ktyeo@inu.ac.kr

 경력 - Editor-in-Chief,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Logistics(Elseiver, Scopus  저널)

         -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 편집위원장

           - 한국항만경제학회 부회장

         - 해양수산부 고급전문인력양성 사업단장 

  송상화 교수   【기획부처장】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KAIST

공학박사

글로벌 SCM, 물류최적화

songsh@inu.ac.kr

 경력 - IBM Business Consulting Korea 

            (Senior Consultant)

         - IBM Korea Technology Lab 

            (Advisory Software Engineer)

  신광섭 교수   【동북아물류대학원 부원장】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물류정보,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ksshin@inu.ac.kr

 경력 - LG CNS Enture Consulting Partners

            (Senior Consultant)

        - 해양수산부 고급전문인력양성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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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숙 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뉴저지주립(럿거스)대학교

공학박사

국제물류, 화물교통, 해운항만물류 

hslee14@inu.ac.kr

 경력 - 홍익대학교 연구교수

         - Center for Advance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CAIT), Researcher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단장

  민윤홍 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E - m a i l  :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SCM, 최적화, 인공지능

yunhong.min@inu.ac.kr

 경력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 서울대학교 BK21 해양기술 인력양성사업단

  윤  국 초빙교원(석좌교수)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학박사

국방물류, 공급사슬위험관리

 경력 –한미연합군사령부 수송처장

         - 육군수송교육단 단장

         -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

  이상용 겸임교원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한국항공대학교

이학박사

항공교통

 경력 –LG전자 연구소 

         - 인천국제공항공사(현)

  박상준 겸임교원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대학원

공학박사

경영정보

 경력 –누리테크 SCM팀장, 수출입물류, 재고 총괄(현)

         - Entegris Korea

         - LG Electronics Korea

         - Dow Chemical 

  정광복 겸임교원

출신학교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물류정책, 물류환경, 화물교통

 경력 –(주)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현)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서울특별시청, 국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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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표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석 사 과 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  고
26학점 : 전공기초 2학점, 전공 24학점 이상(※전공필수 12학점 이상)

전공기초 논문연구 2 (Pass/Fail)
전공필수 물류관리론 3
전공필수 시스템다이내믹스 3
전공필수 연구조사방법론 3
전공필수 해운항만물류연구 3
전공필수 SCM 3
전공필수 물류의사결정론 3
전공필수 데이터분석기술 3
전공필수 화물수요분석 3
전공필수 해운경제학원론 3
전공필수 국제해운마케팅 3
전공선택 고급해상운송론 3
전공선택 물류시설계획 3
전공선택 물류신조류연구 3
전공선택 SCM 및 물류분석모형 3
전공선택 물류센터 및 네트워크 설계 3
전공선택 물류시뮬레이션 3
전공선택 물류IT와SCM 3
전공선택 공항관리및계획론 3
전공선택 항공운송산업개론 3
전공선택 물류기업경영론 3
전공선택 물류산업특론 3
전공선택 물류서비스경영론 3
전공선택 항공물류세미나 3
전공선택 무역계약특론 3
전공선택 국제복합운송론 3
전공선택 해운기업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물류실무 3
전공선택 물류사례연구 3
전공선택 교통물류시스템세미나 3
전공선택 화물운송연구 3
전공선택 물류시스템설계 3
전공선택 녹색물류론 3
전공선택 물류 GIS 3
전공선택 고급항만운영관리론 3
전공선택 물류회계 3
전공선택 물류 및 SCM 컨설팅 3
전공선택 물류정책론 3
전공선택 물류정보시스템 3
전공선택 고급항공운송세미나 3
전공선택 공급망 위험관리 3
전공선택 국제금융론 3
전공선택 국제물류리스크와보험연구 3
전공선택 항만물류실무 3
전공선택 항공물류개론 3
전공선택 국방군수혁신사례연구 3
전공선택 글로벌 경제협력 사례연구 3
전공선택 항만물류 국제세미나 3
전공선택 화물교통 국제세미나 3
전공선택 물류데이터분석기초 3
전공선택 화물수요분석기초 3

박 사 과 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  고
40학점 (전공기초 4학점 포함)

전공기초 논문연구Ⅰ 2 (Pass/Fail)
전공기초 논문연구Ⅱ 2 (Pass/Fail)
전공선택 고급연구조사방법론 3
전공선택 물류관리론 3
전공선택 시스템다이내믹스 3
전공선택 연구조사방법론 3
전공선택 해운항만물류연구 3
전공선택 SCM 3
전공선택 물류의사결정론 3
전공선택 데이터분석기술 3
전공선택 화물수요분석 3
전공선택 해운경제학원론 3
전공선택 국제해운마케팅 3
전공선택 고급해상운송론 3
전공선택 물류시설계획 3
전공선택 물류신조류연구 3
전공선택 SCM 및 물류분석모형 3
전공선택 물류센터 및 네트워크 설계 3
전공선택 물류시뮬레이션 3
전공선택 물류IT와SCM 3
전공선택 공항관리및계획론 3
전공선택 항공운송산업개론 3
전공선택 물류기업경영론 3
전공선택 물류산업특론 3
전공선택 물류서비스경영론 3
전공선택 항공물류세미나 3
전공선택 무역계약특론 3
전공선택 국제복합운송론 3
전공선택 해운기업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물류실무 3
전공선택 물류사례연구 3
전공선택 교통물류시스템세미나 3
전공선택 화물운송연구 3
전공선택 물류시스템설계 3
전공선택 녹색물류론 3
전공선택 물류 GIS 3
전공선택 고급항만운영관리론 3
전공선택 물류회계 3
전공선택 물류 및 SCM 컨설팅 3
전공선택 물류정책론 3
전공선택 물류정보시스템 3
전공선택 고급항공운송세미나 3
전공선택 공급망 위험관리 3
전공선택 국제금융론 3
전공선택 국제물류리스크와보험연구 3
전공선택 항만물류실무 3
전공선택 항공물류개론 3
전공선택 국방군수혁신사례연구 3
전공선택 글로벌 경제협력 사례연구 3
전공선택 항만물류 국제세미나 3
전공선택 화물교통 국제세미나 3
전공선택 물류데이터분석기초 3
전공선택 화물수요분석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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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 과정별 입학정원 및 학위과정

학위과정 입학정원 학  과 최소수업연한 학 위 명

석사과정 25명 물류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2년 물류학석사

박사과정 10명 물류경영학과, 물류시스템학과 3년 물류학박사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물류 및 SCM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박사과정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물류 및 SCM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원학과는 학사 또는 석사과정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 정원외 외국인전형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지원자격과 동일
   박사과정 :『나. 박사과정』지원자격과 동일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국내의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1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3) 북한이탈주민 

라. 정원외 위탁생전형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지원자격과 동일
    박사과정 :『나. 박사과정』지원자격과 동일
   공    통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선발된 자
   인천대학교-육군본부 간의 학 ∙ 군제휴 협약체결에 따라 석사 및 박사과정 군위탁생 선발
   입학정원 : 석사 2명, 박사 1명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지원과정

비   고
석사 박사

 •입학원서 ○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 성적증명서 ○ ○ ▪ 편입학자는 전적대학 성적표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 ▪ 성적은 반드시 평점평균(0.00/0.00만점)으로 표기
 •자기소개서 ○ ○ ▪ 소정양식
 •학업 및 연구계획서 ○ ○ ▪ 소정양식
 •특별전형 추천서 ○ ○ ▪ 특별전형 지원자
 •경력(재직)증명서 ○ ○ ▪ 특별전형 지원자 및 입학원서에 경력 기입한 자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 ▪ 제출 희망자, 원서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 유의사항 
     -  입학원서의 경력은 직장경력, 학회지 논문게재, 학회발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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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4. 외국인 지원자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제출서류
지원과정

비   고석사 박사

 •입학원서 ○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 성적증명서 ○ ○ ▪ 편입학자는 전적대학 성적표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 ▪ 성적은 반드시 평점평균(0.00/0.00만점) 또는   백분율로 표기
 •자기소개서 ○ ○ ▪ 소정양식
 •학업 및 연구계획서 ○ ○ ▪ 소정양식
 •특별전형 추천서 ○ ○ ▪ 특별전형 지원자(자유양식)
 •경력(재직)증명서 ○ ○ ▪ 특별전형 지원자 및 입학원서에 경력 기입한 자
 •학력조회 확인서 ○ ○ ▪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본인 서명 날인 제출
 •학력조회 의뢰서 ○ ○ ▪ Applicant’s Information(School name ~ Major) 항목만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 ○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USD13,000이상 은행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USD13,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 ○ ▪ 재정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
 •본인 여권 사본 ○ ○

 •TOPIK 또는 영어 성적표 ○ ○

▪ 다음 중 하나 이상 제출(단, 성적표는 원서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합격증 제출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제출서약서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시까지 4급 합격증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논문심사 신청 불가 

 ② 공인영어시험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또는 한국어/영어로 번역된 원본 공증서류)이어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서류는 반드시‘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야 함

나. 외국인전형 확인서류 [다음 1~3 중 해당하는 항목의 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수량 비   고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본인 및 보호자(부 · 모) 외국국적 증명서 각1부
▪ 중국인은 호구부 제출
▪ 부모님이 사망(이혼)한 경우, 사망(이혼)증명서 제출

친족관계 증명서 1부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에 본인 및 부 · 모가 모두 
기입되어 있으면 제출 제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2.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초 · 중 · 고 졸업증명서 각1부

초 · 중 · 고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부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거주지 시 · 군 · 구청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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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수량 비   고

중국 국적자 거민신분증 (본인 및 부모) 사본 각1부 ▪ 영문성명 반드시 기재

중국대학(원) 

학위취득자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중국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교육부학력인증센터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 (http://www.cdgdc.edu.cn) 또는

  서울공자아카데미(http://www.cis.or.kr)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인증보고서) 
학위증 사본 1부 ▪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학위증

  ※ 중국 외(중국제외)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는 추후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미교육위원단(02-3275-4000)의 [인가대학 확인서]
    -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02-739-7400)의 [인장증명]
    -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1
      •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서류심사 : 대학 또는 대학원 성적, 경력

   면접고사 : 지원자의 인성 및 자질, 진학동기 및 열의, 전공일치 정도, 전공기초지식, 학문적 발전가능성 정도 등의 항목을 심사

 ※ 전형요소별 배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형요소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서류

심사

대학성적 200점 100점
대학원성적 200점 100점

경    력 100점 100점
면접고사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 특별전형 지원자 서류심사 반영점수
학위과정 성적 및 경력 반영점수 비  고

석  사 성적 3.0 이상이며, 경력 3년 이상 100점
성적 3.0 미만이며, 경력 3년 이상 70점

박  사 성적 3.0 이상이며, 경력 5년 이상 100점
성적 3.0 미만이며, 경력 5년 이상 70점

▶유의사항 : 평점평균은 4.50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4.00만점, 4.30만점으로 성적표에 표기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본 대학에서 4.50만점으로 환산하여 처리

                【대학(원) 취득 평점평균÷대학(원) 만점평점평균)50.ࡪ】

6. 전 형 료 : 60,000원

7. 장학제도 및 특징

   주요 장학제도
   - 교내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근로장학금, TA, RA 장학금 등), 특별장학금(교육협력 협약체결기관, 외국인, 군위탁 장학금 등)
      ∙ 특별장학금(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
      ∙ MOU체결 외국대학 추천 외국인 유학생 :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  교외 장학금 : 특성화 사업 장학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설기관 장학기부금 장학금
   특징
   - 사례연구중심, 개인밀착 지도
   - 국내외 우수 물류교육기관 및 물류기업과 프로그램 연계
   - 연구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비 보조
   - 글로벌 물류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학생 해외연수 기회 부여

     ※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지원금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및 해외 연수경비 등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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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졸업생 근무지 현황

 산업체  - 물류 / 제조 / 컨설팅 / 항공 / 기타

물류

㈜길 ㈜글로벌로지테크 농협물류 덕평물류 대우로지스틱스

대한싸이로 ㈜동부 ㈜동부익스프레스 로젠 ㈜목포신항만

물류전문가협회 ㈜범한판토스 비엘티플렉시탱크 사비노델베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삼영물류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세방 세방익스프레스 쉐퍼시스템즈  인터내셔널리미티드

쉥커코리아 씨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세아L&S ㈜양천화물 ㈜영진공사

㈜영진GLS 오뚜기물류서비스 용마로지스 우련통운 유에스컴로지스틱스

㈜어시스트코리아 ㈜에스엘프로바이더 ㈜유진초저온 ㈜인천콜드프라자 진인훼리

㈜천마물류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코리아로지스 ㈜코로넷 쿠팡

㈜판알피나코리아 ㈜평택국제자동차부두 팬로지스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솔로지스틱스

한 익스프레스 ㈜한진 한진해운 현대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해우 GLS 행복나래 AWT korea CMA CGM korea CJ대한통운

Damco Korea E1 컨테이너터미널 Fedex Korea JM로지스틱스 kerry logistics

KGB물류 KLP LG하이로지스틱스 MQ로지스틱스 OCS Korea

제조

㈜경인기계 나비MRO 대상 두산인프라코어 디지털옵틱
대림b&co 로레알코리아 롯데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명성엔지니어링
모렉스 보령메디앙스 ㈜사조 삼성계기 삼성전기
삼성전자 실리콘화일 아이베코 영진산업 유니드
유니락 ㈜에너자이저코리아 에실로코리아 유한킴벌리 칠국식품

㈜케이앤텍 ㈜클라크 코오롱 Industry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코포레이션코리아 토비스

토탈베이커리 시스템 팀버라인 페어차일드 코리아반도체 포세카 한국로버트보쉬
한국타이어 한국3M 한샘 휴롬 CAIDO GOLF
faro korea LG전자 ㈜LG히다찌 POSCO POSCO건설

㈜PPI평화 SPC TDK

컨설팅
물류혁명코리아 미세 컨설팅 비아이매트릭스 삼성SDS 한국기업지식연구원

한국물류경제연구원 한국IBM Ernst & Young advisory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니엘

기타

골드파이낸스 ㈜금양인터내셔널 대보유통 대신자원 로이인베스터
㈜롯데렌탈 문화일보 미소정보기술 보람합동법률사무소 삼성생명
서울메트로 ㈜서부TND 시공미디어 영화기업사 ㈜인천유시티
재운글로벌 제주삼성노원 플로우파트너즈 하늘마음한의원 한겨레신문사

한국능률협회 한국선주협회 ddamiry NDS

 공기업 및 공공기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경기개발연구원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 동반성장위원회
부산교통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공항공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 철도기술연구원 충남 서산시청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항만연수원
함부르크항만청 해군교육사령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AG 조직위

KORAIL

 학계 

강릉원주대학교 경남과기대학교 서경대학교 서해대학 성결대학교
세한대학교 연성대학교 우송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장안대학교 중국연태대학 중국청도과학기술대학교 중국해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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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 물류교육현장을 찾아서/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다양한 국제적 활동으로 연구역량 강화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

난 2004년 국내 최초로 개원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을 목표로 최근 3년

간 SSCI/SCI(E)급 국제학술지에 총 31편, 국내학술지에 61

편의 논문을 개제하며 물류산업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

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해운항

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개의 사업이 동시에 선정돼 

2019년까지 2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

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방학을 이용해 IMO, UN 

ESCAP 등 국제기구에 해외 인턴십을 파견하고, 해외 유명연구자와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해 연구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선은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을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요람’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 대학원은 국제수

준의 물류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물류전문대학원이다. 국내외 물류, 해운항만 및 SCM 분야에 전문지식, 논리적이며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석·박사과정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해 재임기간 동안, 영어로만 수

업이 진행되는 국제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우수한 외국인 교수초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다면 졸

업생들은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우리 대학원은 매년 여름·겨울 방학에 IMO, UN ESCAP 등 국제기구에 해외 인턴십을 파견해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물류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도 학생들을 파견해 현장감각을 익히고 대처능력을 습득하

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명연구자와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해 연구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다. 프로

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공동연구는 동북아물류대학원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며, 사업을 통해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연구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경험이 있는 대학은 ▲캐나다 컨커디어 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싱가포르 난양 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대만 국립 가오슝 해양대학교(National Kaohsiung 

Marine University) ▲대만 창중 크리스찬 대학교(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등이다. 이들 세계대학들과 교류, 상호방

문,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물류대학원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학중 국제학회지(SSCI/SCI, 국제저명 학회지)의 논문게재실적이 상승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지원 받았다. 유치한 사업비가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해운항만물류분야 기본지식을 갖춘 현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장기교육과정’과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수인력, 전문가, 연구원 등의 육성을 위한 ‘고급전문인력양성과정’이다. 우수한 교수진, 국내외 연구

실적, 풍부한 해외네트워크 및 현장중심 연구가 평가에서 높게 평가됐다. 유치한 사업비는 해외교환학생, 해외연수 및 견학, 

다양한 집중강좌 및 연구방법론 수업 및 장학금 등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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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국고 20억 확보  

| 기사입력 2015-02-01 오후 2:19:00 | 최종수정 2015-02-01 14:19 

    

 [김영준기자]인천대(총장 최성을) 동북아물류대학원

이 지난1월 30일(금) 발표된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개 사업이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2015-19년) 20억 원의 국고를 지원을 받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해운항만물류분야 기본지식을 갖춘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장기교육과정’      

(단장: 양창호 교수, 연 3억 총 15억 지원, 인천대, 전남대, 

순천대 컨소시움)과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수인력, 전

문가, 연구원 육성을 위한‘고급전문인력양성과정’          

(단장: 여기태 교수, 연 1억 총 5억 지원)이다. 

2004년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된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은 이번 공모에서사업에서 교수진의 우수성, 국내

외 연구실적, 풍부한 해외네트워크 및 현장중심 연구가 높게 평가됐다. 

 동북아물류대학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수도권 및 인천항 관련 해운항만인력양성 중심 대학원으로 비약적인 발전

이 기대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논문 베트남 학술대회 수상 

여기태 교수 연구진

| 2015년 06월 29일 23:27 월요일 

인천대학교는 동북아물류대학원의 박사과정 전준우씨, 

박사후과정 왕영씨, 여기태 교수가 지난 24~27일 베트

남 하노이에서 열린에서 ICASL 2015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Policy recommendations to Korean ship safety 

for the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이 Commend-

ed Paper Award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최근 연안에서 화물운송, 레저 등 다양

한 수요에서 기인하는 선박통행량은 증가추세이고, 이에 

따른 선박사고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선박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고, 선원의 자질향상,    

해상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해상교통 환경 등의 주요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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