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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인력양성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통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핵심 고급인력’ 양성

 이론과 실무 기초를 포괄하는 인재 양성 체계와 기반 강화

 산학 협조체계를 확대하고 인력 활용 기회 제공

디지털통상 교육과정(Digital Trad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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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Program 참여 및 이수 요건

 (대상) 국제대학원 재학생 또는 신입생이면 누구나 가능(전공 불문)

 (선발/지원) 디지털통상에 관심있고 우수한 학생을 연 12명 내외 선발, 최대 4학기 지원

 (이수요건) 18학점+디지털통상 관련 주제의 석사학위 논문  수료증

- 학점요건: 디지털통상 교육에 필요한 기초(6), 전공 필수(6), 전공 선택(6) 과목 이수

- 논문요건: 디지털통상 주제로 석사 논문을 완료(주제는 사전 승인; 심사는 대학원 규정)

- 수료증: 수혜 학생이 졸업할 때 대학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전공 기초
(최소 6학점)

▶

전공 필수
(최소 6학점)

▶

전공 선택
(최소 6학점)

▶

석사학위 논문 (필수)
+

산학연계 프로젝트
(선택)

▶

국제대학원장
명의의

디지털통상 과정
수료증 수여

국제통상,국제학 기초

지정 과목 중 선택

통상규범,분쟁 등

지정 과목 중 선택

디지털통상 신설

과목(12학점 이상)

중 선택

디지털통상 주제

(논문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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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Program 구성 및 계획

 (디지털통상 과목) 디지털 통상 규범, 분쟁, 주요국 정책 및 이슈 관련 4과목 신규 개설 예정

 (세미나/특강) 전문가, 실무자 초청 세미나, 특강 참여를 통한 실제 현안 이해 교육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을 통한 연구, 관심 사항 공유 및 심화 토론

 (현장/워크샵) 산업현장 견학 또는 워크샵 개최 통해 실습 교육 강화

 (산학연계 프로젝트) 희망자에 한하며, 기업초청 발표회 등을 통한 실무역량 습득

 (상담/지도) 간담회 운영, 주임교수 지도를 통한 교육과 취업 상시 지도

 (추진체계) 대학원 내 운영위원회가 학사 관리

 운영사무국: 국제통상전략센터 (fta.snugsi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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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T Program 일정 및 계획

 (1차 모집) 신청서 제출(5/22) ▶ 선발 확정(5/30) ▶ 과정 참여(6월~)

 (하계 과정) 

- 주임교수 간담회 및 OT

- 디지털통상 기초 및 사례 이해와 교육을 위한 전문가 특강

- KPMG 제조업 분야 디지털통상 이슈와 과제 세미나

- 학생 주제 세미나

 (2차 모집)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설명회(8/30) ▶ 신청기간(~9/3) ▶ 과정 참여(9월~)

 (가을학기) 

- 디지털통상 전공 선택 과목 2개 개설 예정 (6학점 이수 필수)

- 세미나, 특강, 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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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T Program 주임교수

교육과정 내

역할
이름(소속) 주요 경력

주임교수
안덕근 교수

(국제대학원)

- 국제학연구소 국제통상전략센터장
- 前통상교섭민간자문회의 위원장/전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 前국제경제법학회 회장, 前국제통상학회장, 前무역구제학회 회장

주임교수
안재빈 교수

(국제대학원)

- 前 IMF 이코노미스트
- 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장

주임교수
이영섭 교수

(국제대학원)

- 前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 前 국제금융학회 회장

주임교수
김민정 박사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전문위원
- 국제경제법학회 기획이사 / 국제통상연구 편집위원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주임교수
유명희 객원교수

(국제대학원)
- 前 통상교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