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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는 ‘나눔을 배우고, 배움을 나누는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 진정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학부는 개

인과 사회가 처한 많은 문제를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건설적인 정책제안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교육합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과 발전적인 협동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창의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눔을 배우고, 배움을 나누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SINCE 1953

+ 학술제

학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학부 학회인 ‘ETA’는 매해 학술제를 

열고 있습니다. 학술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 한 해 동안 연구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토

론하는 행사로, 지도교수님과 행사에 참여하신 많

은 학부 교수님들이 발표에 대한 논평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 경제인의 밤

경제인의 밤은 재학생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의 교류를 통해 학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

학생, 졸업생, 교수 모두 함께 리더십을 키우고 학

부의 미래를 그려보는 건설적인 행사입니다. 재학

생들은 경제학부 출신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

전을 개발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고취

시킬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선배

들과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도 각자의 분

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네트

워크 형성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경제학부 동문의 밤 행사입니다.

학과활동

 02-710-9507 �

 fa9507@sookmyung.ac.kr 

  http://econ.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학생

준비사항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훈련

▪�수리적, 통계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전공수업 이해와 국제적 감각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

▪�대표분야 : 기업 산하 연구소의 경제 연구원 또는 금융기관

▪�일반기업 :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컨설팅, 무역, 회계, 

리서치, 보험 관련 업무

▪�공공분야 : 금융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전문분야 :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언론인

▪��연구·교육분야 : 대학원 과정 후 전문 연구원, 강사, 교수

재학중

졸업 후 진로

교과과정

전공필수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

진출 분야 중심의 세부 교육과정

▪�국제경제 및 통상 전문가 국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경제이론의 

실제 적용에 대해 학습

- 대표 교과목 : 국제무역론, 국제통상론, 국제금융론, 국제수지론, 

국제경제정책론, 외환정책론 등

▪�금융 전문가 : 금융산업의 특성과 국내·국제 경제와의 관계, 

통화·금융정책과 경제전망 등에 대해 학습

- 대표 교과목 :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금융공학, 계량경제학, 응용거시경제학 등

▪�기업 및 산업분석 전문가 : 기업과 관련된 경제이론 및 응용과목을 

학습 

- 대표 교과목 :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게임과협상전략, 국제금융론, 

외환정책론, 경제정책론 등

▪�공공정책 및 제도 전문가 : 재정·복지 등 공공정책과 다양한 

경제제도 및 이론에 대한 학습

-  대표 교과목 : 공공경제학, 후생경제학, 법과경제, 노동경제학, 경제정책론, 

비교경제체제론 등

연계전공

▪�금융공학전공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입학전

경상대학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