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Bachelor of Arts (B.A.)

IRG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lobal
Affairs
at Mahidol University International College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

국제 관계와 국제 업무 프로그램(International
Relations and Global Affairs – IRGA)은 사회과학
학부에서 제공하는 4년제 과정이다.
본 과정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 적용과 사회적 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졸업생들이
개선되어지는 사회를 위한 개념적, 실천적인 자세가 준비되도록
한다.

IRGA
국제 관계와 국제 업무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의 이해 능력, 혁신적
아이디어 적용 능력, 문제해결의 접근 능력 그리고, 다문화적
환경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설계되어진 과정이다.
IRGA는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상호 의존적인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실력과 지식을 제공한다.
학부생들은 학문적 및 실천적 능력을 기반으로
강조하는 학제적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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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IRGA 과정 졸업생들은 외교업무,
국가 행정업무, 사회 업무, 국제
기관, NGO기관,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컨설팅 관련 업무, 기업가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우리는 세계화 된 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졸업생들이 일과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현재의 다문화
환경에는 세계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접하고 소통해야 한다. 졸업생들이 다문화의 여러 신념과 가치관에
세심해야 된다.
모든 IRGA 전공 학부생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기본 접근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와 세계정치’나 ‘국제 업무: 아시아와 그 너머 ’의 전문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 관계 과정

국제 업무 과정

- 갈등, 전쟁, 평화 연구
- 인권 및 국제적 관계
- 국제 미디어, 사회변동 및 국제 관계
- 테러리즘, 대테러 작전 및 정치적 폭력
- 정치적 위험, 경영 및 국제 관계

- 초국가적인 이동 및 이주
- 현대 세계 속 사회 및 기술
- 국제 업무 내 환경적 자연적 자원
- 초국가적인 범죄
- 세계화 및 사회변동

프로그램 제도
160학점제도 / 4년제
교양 과목

40
학점

IRGA

전공 과목

120
학점

(필수 과목 52학점과 선택 과목
68학점)

*1과목 : 4학점
** 1학기 인턴십 : 12학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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