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제통상 환경에 대비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통상전문가 양성

경일대학교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최고의 교육을 통해

사회의 핵심인재가 됩니다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은

지금 가장 필요한

전공입니다 경일대학교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장점

학과소개

취득 자격증

 ●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및 무역실무 전반에 걸친 인재 양성

 ● 특성화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GBS: Global Business Service,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예: 해외 전시박람회 마케팅) 분야에  

㈜GBS와 공동 교육 및 취업 지원·알선

 ● 무역 관련1인1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대학FTA 강좌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FTA통상 전문가 교육 실시 

 ● 한국무역협회주관,「청년무역사관학교」 및 「대학생무역캠프」참가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주관, 「대학생 관세 행정 체험 프로그램」참가

 ● 어학연수, 교환학생, 테마별해외체험, 해외유수산업체탐방을 통한 실용적인  

외국어능력과 국제적 감각 배양

국제무역사 1급/2급, 무역영어, FTA원산지관리사, FTA원산지실무사, 관세사, 
외환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산업통상자원부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선정 대학
  -  <FTA이야기>, <FTA의 이해와 비즈니스 활용> 강좌를 통한 실무 교육

  -  FTA 활용 기업에 대한 현지 방문 교육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플러스)사업」
    선정대학
  -  유수한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

  -  해외테마연수

● 한국무역협회 「청년무역사관학교」, 「대학생 무역캠프」참가
  -  무역 실무 학습 및 무역 업체 현장실습

  -  성적우수자 해외무역현장 탐방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주관 「대학생 관세 행정 체험 프로그램」참가

  -  관세 행정 체험

  -  관세직 공무원 진로 및 준비 전략 소개

● 대학 및 학과 자체 지원
  -  해외 테마체험, 해외대학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제도

  -  해외 한류기업탐방 프로그램

  -  학습 멘토링, 학습커뮤니티 등 외국어 학습 소모임

  -  전국 최고 수준의 직영 기숙사

  -  다양한 장학금 제공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학과사무실 05-407   전화 053) 600-5120   팩스 053) 600-5139
홈페이지  http://gtrade.kiu.ac.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yungilcommerc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open.kakao.com/o/s2RwzQpb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은

최고의 교육과정을

자랑합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에서는 통상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통상 관련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학원론,

FTA의 이해와 비즈니스 활용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국제경영론, 경영학원론,

국제마케팅

국제통상학

전공

무역상무론, 무역결제론,

국제운송·보험론,

전자무역론, FTA이야기

국제경제분야

외국어분야

국제경영분야

무역실무분야



졸업 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졸업생들이

사회의 핵심인재로

활약학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 :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진로 및 취업장점

최근 졸업생 주요 취업 동향

다양한 직업군에 자기 실력에 맞는 수준별 취업 가능

 ● 정부통상기관, 무역회사, 수출입기업 취업

  - 최근 FTA통상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 관세직 공무원 합격

  - 비교적 낮은 경쟁률의 공무원 시험 분야

  - 시험 준비 후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전공 관련성으로 통상기관, 

     무역회사, 수출입기업 취업 가능

 ● 관세사 합격

  - 학과졸업 전후 혹은 관세직 공무원 경력 이후 관세사시험 합격

 ● 무역회사 창업

 ● 일반기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취업

 ● 공항, 항공사, 호텔, 여행사, 면세점 등 관광업체 취업

 ● 외국계 기업 취업

강○주  중앙일보 본사

김○석 한성중공업

김○익 GS리테일

김○욱 그랜드 호텔

남○우 LG U+

류○정 스타벅스

박○ JW중외그룹

박○결 윌리엄그랜트앤선츠코리아

박○륜 대구은행

신○훈 현대글로비스

안○주 SPC

엄○현 이랜드그룹

우○찬 대원제약

이○건 우성E&C

이○목 LG하우시스

이○빈 현대자동차

전○룡 신용협동조합

정○석 LG하우시스

정○인 H&M헤네스앤드모리츠

이○윤 ㈜HFC - TECH

장○준 롯데리아

조○원 초이스매드

조○진 윌앤비전

최○진 M&B 커뮤니케이션즈

황○겸 ㈜금호NT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GBS: Global Business Service)란?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 해외 전시박람회 마케팅, 해외 인터넷  

   마케팅, 해외 시장 조사 분야 등 

㈜GBS와 산학협력 체결

- ㈜GBS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 지원 서비스 전문 기업 

- KOTRA 지정 월드클래스 300 성장 전략 수립 및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수출 바우처) 공식 수행기관 선정 

- 기업 홈페이지  http://gbskorea.com

특성화 교육 내용 및 혜택

 ● 교과목 교육

  -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글로벌 창업과 해외 컨벤션 실무」 

     강좌 신설 

  - ㈜GBS와 공동 교과목 설계 및 팀티칭 

 ● 현장 실습 및 인턴쉽 제공

  - 경일대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들이 

     ㈜GBS 해외전시박람회 마케팅 활동에  

     고객 기업과 함께 참여, 기타 ㈜GBS의 관련 활동에 참여 

 ● 취업 지원·알선

  - 해외 전시박람회 마케팅, 해외 인터넷 마케팅, 해외 시장  

     조사 분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