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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전공은 국제 현장에서 글로벌 전략을 기획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기업 및 관련 기관의 글로벌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사회 공헌 전략 및 사회적 기업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동시에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과 해외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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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glory’

글로벌서비스학부 학생회 glory의 주도 하에 활

발한 학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

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합니다. 먼저 ‘국제개발학회

(SFGs)’는 개발학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함께 읽고 

탐구 및 토론하는 심화 수준의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해 교내 총장 배 풋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스포츠 소모임 ‘글앙프리’ 등

의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글로벌서비스학부 콜

로퀴엄’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활동과 연구 결과물

을 발표 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며, 매해 

11월 개최되는 ‘글로벌서비스학부인의 밤’에서는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진로관련 

조언을 공유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과활동

 02-2077-7496�

 globalservice@sookmyung.ac.kr

  http://global.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적극적인 사고를 갖춘 학생

▪국제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유창한 외국어 능력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 대한 능동적 태도

  
준비사항

▪외신 뉴스를 통한 글로벌 이슈 습득

▪사회, 정치, 세계사,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 학습

▪Speaking, Reading, Writing 능력 개발

▪�국제기구 : UN, NGO, WHO 등

▪�다국적기업 : 국제관계 조율, 협력 등의 업무 담당

▪��공공기관 : 정부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주한외국대사관 등

▪�미디어 : 로이터, AP통신 등의 외신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에서 국제 이슈 전담 리포터 등으로 진출

▪�교육분야 : 강사, 교사, 교수 등

▪�전문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졸업 후 진로

재학중
교과과정

전공필수과정

▪�글로벌 이벤트와 이슈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단계

▪�이론학습 : 개발학기초, 소셜데이터분석, 분쟁과경제 등

▪�이론의 실제적 적용 : 국가발전모델, 역사적 이해를 통한 

글로벌이슈분석, 국제학세미나 등의 심화수업을 통해 연구를 

계획하고 발표하는 훈련

전공이수트랙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트랙 : 개발협력 관련 심화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프로젝트 계획 및 리스크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시장 데이터분석능력을 

증진함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트랙 : 이(異)문화에 대한 이타적 

열정을 바탕으로 국가 마케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을 

집중이수하고, 공공외교, 글로벌 브랜딩 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능력을 배양함

▪�글로벌 다국적기업 및 국제사무 전문가 트랙 : 기업가정신, 

비즈니스모델, 창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빅데이터분석능력을 

겸비하여 시장조사능력 및 국제사무 역량을 강화함

입학전

글로벌서비스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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