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석·박사학위과정
가. 학위취득요건

▣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 연구방법론 1과목 3학점 이수(단, 석사과정에서 방법론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면제)
2) 국제대학원내 주전공(국제통상·협력·지역학) 프로그램 중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3) 국제대학원내 타전공(국제통상·협력·지역학·한국학) 에서 3과목(9학점) 이상 이수
4)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선택 과목을 8과목 24학점이상 이수
(단, 연구방법론 수강자는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박사과정생은「대학원논문연구」과목에 대하여 필수로 지정하지 않으나 최대 12학점(4과목)
까지 자율적으로 반복 이수하여 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단, 1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음
5)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 포함 기초역량 3학점 이수 필수
* (M2048.000400)(국제지역ㆍ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
목 기초역량 이수 학점에 포함하며, 연구윤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6) 어떤 경우에도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대학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 1/2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세부 기준은 「국제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국제대학원
홈페이지 Regulations & Forms 게시판) 참고 요망

▣ [석사과정]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평점 3.0이상(만점기준 4.3)시 졸업이
가능하다. 전공별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학원내 공통필수 4과목 이수
필수과목 (4 과목)
전공

필수(선택) ①

국제통상

①국제경제관계의이해

국제협력

①국제협력의이해

국제개발

①국제개발의이해

국제지역학

DCPP
한
국

한국인
학 생

①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①국제개발연구
(대체과목: 젠더와 개발)
➀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필수(선택) ②

필수(선택) ③

필수 ④

②국제협력의이해
or 국제개발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개발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or 국제개발의이해
②국제경제관계의이해
or 국제협력의이해
or 동아시아지역의이해
②근대한국의역사와사회
or 근대화와한국사회의변화

③조사방법론
or
비교방법론

④대학원
논문연구

학

외국인
학 생

➀한국의사회

②한국의역사
(한국근현대사)

③글로벌시대
의한국과정치

※ 국제개발의 이해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 예정

2) 국제대학원내 전공프로그램 과목 중 최소한 3과목(9학점) 이수
* 전공과목은 본인의 전공 외에 상호 인정되는 타전공 과목에서 다양하게 이수 가능
(별첨된 교과과정 리스트 참조)

3) 수료기준 학점(39학점 이상)에 필요한 과목(학점) 이수
4) 단,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 내에서 실무과목을 최소 3과목(9학점) 이수
5)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 포함 기초역량 3학점 이수 필수
* (M2048.000400)(국제지역ㆍ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
목 기초역량 이수 학점에 포함하며, 연구윤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6) 학부과목은 6학점 내에서 수료학점에 포함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의
를 거친 후 전공주임 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국제대학원 이외의 본교 타 대학(원) 및 국내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목 6학
점을 포함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되며, 반드시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의를 거친 후 전공
주임 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어떤 경우에도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대학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 1/2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세부 기준은 「국제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국제대학원
홈페이지 Regulations & Forms 게시판) 참고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