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과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치의 연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현상들과 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Logical Mind)와 고전과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를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다양한 인

종과 문화권의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각종 학술대회와 인턴십을 통해 실무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

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정치외교학과는 다양한 교과목 개발, 학생참여활동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멘토링과 철저한 

면대면(face-to-face) 학생관리를 통해 글로벌 인재 배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SINCE 1953

+ 다양한 동아리 및 학회 활동(SMUN, 국회정당스

터디, HANA, AMNESTY, SFV)

학과 내에 다양한 학회가 있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후배들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집니다. 국내 정치 관련 학회인 국회정당스터디

는 정기 스터디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선배들과의 

만남, 선거 공약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

제 정치 관련 학회인 SMUN은 스터디와 더불어 매

년 교내 모의유엔대회인 SMUNC를 개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러한 학과 내 스터디에서 시작하여 

중앙동아리 및 리더십그룹으로 발전한 북한인권 

동아리 HANA, 인권 동아리 AMNESTY, 동남아 지

역 자원봉사 리더십그룹 SFV를 통해서도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의미 있는 활

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모의국회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학적 요소를 담아 만드는 연극입니다.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의 모의국회는 29대를 맞이하였으며 

2015년에 전국 대학생 모의국회 최우수상을 수상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완성도 높은 연극

입니다. 극을 준비하면서 선후배,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취업캠프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

여 전공취업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특강을 통해 희망하는 진출 분야의 생생

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분

위기에서 선배들과 대화하며 취업 준비의 경험, 취

업을 위한 유용한 팁 등을 통해 취업에 관한 궁금

증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캠프 참여 학생들

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학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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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국내·외 정치외교분야에 대한 관심

▪�정치, 사회분야 이슈에 대한 비판적, 논리적 사고방식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준비사항

▪�정치, 사회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

▪�교내·외의 각종 활동을 통한 주도적·능동적 수행능력 향상

▪� 국제기구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비롯한 UN 

산하기관 등 다양한 국제기구 진출

▪� 공공기관 : 국회, 정부기관, 군·경찰 공무원, 각 지자체 

공무원, 외교관 등(문화관광부, 법무부, 육군, KOICA,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미디어 : 기자, 홍보, 논설위원, 출판 등(SBS, KBS, 로이터, 

YTN, PBC 등)

▪� 교육분야 : 연구원, 교사, 교수 등(숙명여대, 경희대, 한양대, 

관동대, 배재대, 칼스뉴먼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메릴랜드대학교, 통일연구원,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등)

교과과정

세부분야

▪�한국정치 :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사, 세계의선거와정당, 

의회와정당정치 등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의이해, 

국제기구와세계정치, 핵무기와국제정치 등

▪�비교정치 : 비교정치론, 정치발전론, 다양한 지역의 정치와 

외교

▪정치사상 : 근현대정치사상, 고대중세정치사상

▪방법론 : 정치학방법론, 계량정치분석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졸업 후 진로

입학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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