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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는 한국의 국제호層} 선도할 현재와 미래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고 있다. 
전문 성과 현실감각,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현장 감 각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를 층족시켜주기 위해 본 학고는' [외교안보전공l. [대 
만지역전공l. [정치경영전공] 을 개설하고 있으며,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구체적 
으로 맞추기 위해 별도로 개별지도과목의 운영과 유관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일종의 도제훈련 ’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본 학과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공무원과 
기업인 그리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보수훈련'[mid-career training)율 제공하고 있다 

전공소개 

외교안보전공 
• 외교안보분야의 이론 및 실부 교육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적 · 정책적 감각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
• 개별지도과목과 연구소 활동 참여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층족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및 유관 정부기관의 실부자 및 증견간부 등 증견관리자에 대한 실부교육

대만지역전공
• 대만의 정차 외교·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양안관계 및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대만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 증국, 홍콩 및 대만을 포함하는 중호전문가 육성

정치경영전공
• 미래 선진한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정치가를 양성하는 교육 
• 정치 및 경제사회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정책 및 정당제도 개혁을주도해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춘정치 
지도자양성 

• 정치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실사구시적 교육고園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및 학과 내 Ef{!공과 맞춤형 연계

정

치

외

교

학

과



전공별교과과정 

전 공1 오I교안보전공 대만지역전공 정치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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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국제정치경재 비교정치론,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한국연구임문, 한국정치사회론, 현대국제관계론 

국7f안보론 

국제71구및협상론 

국제에너지환경협력 

국제정치O톤 

국제회의외교영어 

남북한관계론 

동아시아정치론 

러시아대외관계세DI나 

DI국대외관계세DI나 

외교안보현안세DI나 

유럽연합연구 

전쟁과평화세DI나 

전공 중국군사안보세DI나 
선택 

증국대외관계세DI나 

한국과국저I정大| 

한국고f-§Of人IOf 

현대국제현안세DI나 

현대전략론 

I 

학과운영의특징 

맞춤형 개인지도를통한석사학위 취득 
- 교수와 학생간 일대일 개별지도 실시 

국저I회의외교영어 

국제회의중국어 

대만국내정치세DI나 

대만A固문화론 

미국의대만/중국정책 

민주주의와시장경제 

세계화와국내정치 

양안경제연구 

양안관계세DI나 

증국국내정치세DI나 

중국군사안보세DI나 

중국근현대Af 

중국대외관계세DI나 

- 학위논문고陸 : 교과고정 30학점(개별지도 및 특별인정 학점 포함) ＋ 논문연구 6학점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고陸 : 교과고陸 36학점 포함(개별지도 및 특별인정 학점포함)
- 국제회의 통번역[증국에 실습을 겸한 체계적 프로그램

현역군인 및 공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전 
_ 국방대학교(안보과정 및 합참대 정규고園)및 육군대학 수로시 학점인정19-12학점) 
- 장학금 특전[최대 50%)
- 학생 편의상 필요시 야간 및 토요일 강의 가능 

공공정책고倭분석 

관료와정大l7f 

국제회의외교영어 

금융의정大|경제 

민주주의와시장경제 

법과정치 

선거커뮤니케이선 

성장과분배 

세계화와국내정치 

언론과소셜DI디어 

언론정치분석연습 

의회정;ti론 

재정과조세개혁론 

정당고沼거정大| 

정책개발론 

정치및정책리더십 

정치분석이론과실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실제1 

정치커뮤니케01션의 
이른과실제2 

°Al방X卜j;_I 

한국정大|문화론 

한국정치사 

행정부감시론 

NGO와제도정치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 육군과 [학 · 군]제휴 협정 체결 /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와 국제협력 협정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