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경영학전공, e-business학전공, 국제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자격증 목록(자격증 1개 이상)

국제경영학과 졸업인증조건

구분 졸업인증조건

단일전공

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② 공인된 외국어 시험 
①, ② 중 택일

+
③ 졸업필수과목 이수

복수전공 상  동

부전공

※ 복수전공, 부전공 : 타학과 학생이 국제경영학과의 복수·부전공 이수를 말함.

기관명 자격증명 기관명 자격증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삼일회계법인
(2012학번부터)

재경관리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회계관리1급

관세청
관세사 HSK 한국사무국

(2012학번부터)
HSK(중국한어수평고시) 5급이상

보세사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특허청 변리사

물류관리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보험계리사

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1급
손해사정사

RFID관리사

한국금융연수원

자산관리사(은행FP)-삭제(2015년도 
취득 건까지만 인정)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외환전문역1종, 2종 전산회계운용사1급

신용위험분석사(CRA)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1급

신용분석사

전산세무1급 2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사

무역영어1급, 2급 세무회계1급, 2급

신용정보협회 신용관리사

기업회계1급–2016.01.01.부로 삭제국세청 세무사

영어공인점수
(2012학번부터)

토익 800점이상
한국회계사회

FAT 1급
TAT 1,2급  (2016년도 취득부터 인정, 2016
년 이전은 국가공인이 아니므로 인정X)토익스피킹 레벨6이상

★ 위에 준하는 자격증 하위급수는 2개 이상 취득 

★ MOS마스터는 2007학번까지 인정 

★ 공무원시험 합격자



- e-business학전공 자격증 목록(자격증 2개 이상)

기관명 자격증명 기관명 자격증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국세청 세무사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특허청 변리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신용정보협회 신용관리사

물류관리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2급

공인중개사 YBMIT MOS MASTER

관세청

관세사 KPC한국생산성본부
서비스경영자격(SMAT) 2급(관리자, 2
개 모듈 취득 시 부여)

보세사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한국경제 경영 빅데이터분석사

ICDL(국제자격) 디지털마케팅

기관명 자격증명 비고

금융투자협회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증권FP)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RFID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제출시 자격증 2개로 인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2급 제출시 자격증 2개로 인정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제출시 자격증 2개로 인정
세무회계(2급도 자격증 2개)

기업회계

전산세무

한국생산성본부
ERP정보관리사 (회계,생산,인사,물류) 1급 제출시 자격증 2개로 인정

ITQ 2급(포토샵 외)

영어공인점수
토익스피킹 6급 이상

자격증 2개로 인정
토익780점 이상인 경우 

기타

공무원시험 합격자

HSK 5급 이상

취업자의 경우 ITQ excel A등급 제출시 자격증 2개 제출로 인정



- 국제경영학과 졸업 자격증 목록(17학번이후)

기관명 자격증명 기관명 자격증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국세청 세무사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특허청 변리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 보험계리사

회계관리 1급 손해사정사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신용정보협회 신용관리사

물류관리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2급

공인중개사

한국금융연수원

외환전문역 1종,2종

신용위험분석사(CRA)

관세청

관세사
신용분석사

보세사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한국경제 경영 빅데이터분석사
ICDL(국제자격) 디지털마케팅 

기관명 자격증명

금융투자협회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증권FP)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RFID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2급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세무회계 1급,2급

전산세무

한국회계사회
FAT 1급 * 2016년도 취득부터 인정

2016년 이전은 국가공인이 아니므로 인정×TAT 1급 ,2급

한국생산성본부

ERP정보관리사 (회계,생산,인사,물류) 1급

ITQ A급(포토샵 외)

서비스경영자격(SMAT) 2급(관리자, 2개 모듈 취득 시 부여)

영어공인점수
토익스피킹 레벨6 이상

토익800점 이상인 경우 

기타

공무원시험 합격자

HSK 5급 이상

★위에 준하는 자격증 하위급수는 2개 이상 취득



② 공인된 외국어 시험 (경영학전공, e-business학전공)

- 자격증 목록표 참고

③ 졸업필수과목 이수

- 경영학전공 졸업필수 수강 과목

➀경영학원론 ➁재무관리 ➂생산관리 ➃세법개론 ⑤경제학원론 ⑥회계원리 ⑦마케팅관리론 ⑧인사관리 ⑨경영통계 ⑩창

업/취업

- e-비즈니스전공 졸업필수 수강 과목

➀E-비즈니스개론 ➁경영정보시스템 ➂E-마케팅원론 ➃데이터베이스론 ⑤COMMERCIAL ENGLISH ⑥국제통상원론 ⑦물류

ERP ⑧글로벌경영전략 ⑨창업/취업

※ 문의 : 국제경영학과 ☎031-450-5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