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졸업논문 

- 교과목 관광지조사논문(전필/부복필) 수강시 졸업논문 패스 (16학번까지는 관광지조사실습)

 - 관광지조사논문 선수과목 : 관광지조사방법

② 국가공인 자격증 목록 (1개 이상 취득) - 19학번까지 적용                                         

기관명 자격증명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호텔서비스사 / 호텔관리사 / 호텔경영사 / 컨벤션기획사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의료통역사 / CRS발권-항공예약발권자격증(TOPAS, ABACUS)

경영관련

공인노무사 / 경영지도사 / 가맹거래사 / 감정평가사 / 물류관리사 / 공인중개사 / 관세사 / 보

세사 / 세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 외환전문역 1,2종 / 신용위험

분석사 / 국제무역사 / 전산회계 1급 / 전산세무 1,2급 / 세무회계 1,2급 / 신용관리사 / 재경관

리사 / 회계관리 1급 / SMAT(서비스경영자격증) 1급 / FAT1급 / TAT1,2급(2016년 이후꺼만 인

정) / 소비자전문상담사 / 유통관리사 / 비서자격증 / 국제무역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1급

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1급 / RFID관리사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정보처리기사

공무원시험 합격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공모전 전국규모공모전 입상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외국어

영어

TOEIC 800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무역영어 1급이상

OPIC IH 이상

일본어
JLPT 1급

JPT 74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 위에 준하는 자격증 하위 급수는 2개 이상 취득, 타 학과에서 인정받은 자격증 제출 불가 ※

국제관광학과 졸업인증조건

(19학번까지 적용)

구분 졸업인증조건

단일전공
① 졸업논문(교과목 관광지조사논문 수강)

②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복수전공 상  동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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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자격증 중 1,2,3급처럼 급수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점수가 부여되는 시험의 경우, 
  점수별 인정범위를 세분화 시켜야함.

* 상위급수는 1개 취득시 졸업 요건 충족 가능
* 하위급수는 2개 이상 취득해야 졸업 요건 충족 가능
    ex)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 (상위급수 1개-졸업요건 충족)
    ex) 컴퓨터활용능력 2급 취득 (자격증부족-졸업요건 충족X) -> 추가 자격증 필요
    ex)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 및 전산회계 2급취득 (하위급수 2개- 졸업요건 충족) 
   
1) 1-2급 두 개의 급수일 경우 1급은 상위급수, 2급은 하위급수로 인정.
2) 1-3급 세 개의 급수일 경우 1급이 상위급수, 2-3급은 하위급수로 인정.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1급이 상위급수, 2급 하위급수 (나머지3-6급 인정 불가)

4) TOEIC 800점 이상: 상위급수
   TOEIC 700이상~800미만: 하위급수
   TOEIC 700미만: 인정불가
    
5) TOEIC SPEAKING LEVEL 6-8 : 상위급수
   TOEIC SPEAKING LEVEL5: 하위급수
   TOEIC SPEAKING LEVEL1-4 : 인정불가

*13학번 이후 적용
6) OPIC IH-AH : 상위급수
   OPIC IM(2,3) : 하위급수
   OPIC NL-IM1 : 인정불가

7) 졸업할 때 타 학과에서 졸업인증받은 자격증은 국제관광학과에서 졸업인증 자격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 문의 : 국제관광학과 ☎031-450-5163



◎ 졸업인증 자격증 목록                                      
※ 관광종사원　자격증  a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 호텔관리사，　컨벤션기획사２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중　택일
※ 관광종사원　자격증  b :  관광통역안내사

 ※ 외국어　자격증：　

　
◎ 졸업논문 
- 교과목 관광지조사논문 수강시 졸업논문 패스 (16학번까지는 관광지조사실습)

 - 관광지조사논문 선수과목 : 관광지조사방법

◎ 해외 인턴십 
- 학과와 MOU를 맺은 해외 호텔 및 리조트에서 1년간 현장실습 
- 괌, 사이판 등

※ 하위급수는 인정하지 않음. 상위급수 취득 시 졸업 요건 충족 가능
※ 졸업할 때 타 학과에서 졸업인증 받은 자격증은 국제관광학과에서 졸업인증 자격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 문의 : 국제관광학과 ☎031-450-5163

국제관광학과 졸업인증조건
(20학번부터 적용)

구　분 필요　자격증

졸업　후　
희망취업분야　　

　

관광업계
（⓵，⓶　중　

택일）

 ⓵　외국어　자격증　＋　관광종사원　자격증 a　

⓶　관광종사원　자격증　b

일반기업 외국어　자격증　＋　졸업논문

해외기업 외국어　자격증　＋　해외 인턴십　１년

졸업　전　취업자 재직증명서　＋　관광종사원（혹은　외국어）　자격증　

졸업　전　
공무원　시험　힙격자　

공무원　시험　합격증　　

※ 복수전공은 국제관광학과 전공자와 동일한 졸업인증 조건 이수를 요함. 부전공은 해당 사항 없음. 

외국어

영어

TOEIC 800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H 이상

일본어
JLPT 1급

JPT 74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