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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new
History
창학정신

교시

구국(救國), 자주(自主), 자립(自立)

진리(眞理), 봉사(奉仕)

단국대학교의 창학정신은 조국애와 민족애를
근본으로 한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부강한 민족을 건설하자는 설립자
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국은 국가관을, 자주는 민족관을, 자립은 세계
관을 표상하고 있다.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신적
지표로 ‘진리’, 행동적 지표로 ‘봉사’
를 두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
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이웃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Dankook

1947년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독립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설립자의 교육 철학은
단국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Pride of
DKU

산학협력 선도대학 평가
4년 연속
전국 최고 점수 획득

BK21플러스
(우수 고등인력 양성 정책)
8개 사업단 선정

교육부 주관(2012~2015)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단국대학교의 노력은

창업선도대학
3년 연속
선정

국내 유일
초고층빌딩 설계기술 센터
개소

중소기업청 주관(2014~2016)

국토교육과학기술원 주관(2016)

LINC+ 사업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교육부 주관(2017)

교육부 주관(2014~2016)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GRRC) 지원사업
2주기 연속 선정

SW 중심 대학
선정

경기도 주관(2007, 2016)

미래창조과학부 주관(2017)

개교 70주년을 맞아
더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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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단국이 걷는 길, 그 길은
언제나 한국 대학사를 여는 새 길이었습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 단국은 ‘진리’, ‘봉사’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구국’, ‘자주’, ‘자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인류를 위해 ‘도전’하고 ‘창조’하는 단국이 될 것입니다.
설립자

범정(梵亭) 장형(張炯) 선생
1889.1.18 ~ 1964.12.30

혜당(惠堂) 조희재(趙喜在) 여사
1892.2.12 ~ 1947.11.3

1947~

1967~

1996~

2011~

민족사학의
첫 장을 열다

대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세계로 도약하는
단국의 비전을 그리다

1947 해방이후 첫 정규사립대학 개교

1967 종합대학 승격

1996 죽전캠퍼스 신축공사 착수

2011

1975 충남 청양군에 단국기간농민학교

2005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및

(법률학과, 정치학과, 사학과,
수학과, 물리과)

설치, 운영

1949 서울 신당동 교사 이전

1978 천안캠퍼스 개교

1951

1984 치과대학부속병원 개원

이전사업 완료

1988 88서울올림픽 세계스포츠과학

개교 60주년 기념식 개최

피난대학 운영(부산)

	제1회 졸업식 개최		
(대구 덕산초등학교 강당,
졸업생 104명 배출)

학술 회의 개최
1994 단국대학교 병원 개원

우수대학원 선정
2007 죽전캠퍼스 준공 및 서울캠퍼스

2008 천안캠퍼스 개교 30주년 기념식 개최
세계 최대 한자사전 ‘한한대사전

1957 서울 한남동 교사 신축, 이전

(전 16권)’ 완간

1958 대학원 설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선정
2009 교책중점연구기관 설립,

대학 특성화 본격 정책 가동
죽전 : IT·CT특성화,
천안 : BT·외국어 특성화

2012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3 학문단위 조정계획 수립 및 실행
본·분교 통폐합 승인,
멀티 캠퍼스 체제 구축
2014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학과(부)단위 특성화 사업 실시
2016 산학 협력 선도대학 평가 4년 연속 전국 최고 점수 획득
2017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착수

연구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SW중심대학 선정

2010 약학대학,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LINC+ 사업 선정
개교 70주년 기념일(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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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단국

단국대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캠퍼스 착수

인공지능(A 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 l p h a G o)의 등장은
전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 을 알려주었습니다. 단국대는
‘미래대학’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인재, 창의인재, 자기주도 인재를 배출할 것입니다.

시대를 앞선 도전정신과 창의정신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01

03
02

한국IBM과 MOU 체결
‘클라우드 기반
인지컴퓨팅 기술
특별프로그램 공급
컨설팅 완료’(2016)

스마트 캠퍼스 구축 위한
미래교육 혁신원

학사정보 문답,
강의과목 정보 제공,
개인별 수강과목 설계 등
인공지능 통해
실현 목표(2020)

‘EduAI센터’ 신설(2016)

대한민국
디자인싱킹의
중심

단국대는 시대가 원하는 교육,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항상 고민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싱킹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SW·디자인융합센터를 통해 획일적이고 딱딱한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과 토론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 기존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뒤엎는 발상과
문제해결 방법. 애플, SAP, IBM, PTC 등 세계적 소프트웨어·IT 기업 등에서
혁신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사용.

죽전캠퍼스 ‘디자인싱킹
(Desigh Thinking)’

DKU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지컴퓨팅 등

연구·교육하는

미래 산업 주축

SW·디자인융합센터

소프트웨어

개소(2016)

활용한 교육
디자인싱킹 선두주자
스탠포드대학 D.School
도쿄대학 I.School과
공동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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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DKU Jukjeon campus

DKU Cheonan campus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죽전캠퍼스

인류 생명과학 책임지는 천안캠퍼스

21세기를 이끌어 갈 주력 산업인 IT(정보통신기술)와 대학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인문학,

의학, 약학, 치의학, 생명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사회과학·예술분야를 융합한 CT(문화콘텐츠)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어학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외국어 분야의 특성화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IT INFORMATION TECHNOLOGY

CT CULTURE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 분당·판교·죽전 IT분야에 특화된 지리적 여건

◦ 인문학, 사회과학, 미디어, 예술분야 융복합 연구

◦ 의학, 약학, 치의학, 생명공학 분야 클러스터 구축

◦ 공학계열 전 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 영상·예술분야 집중 지원

◦ 단국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운영

FL FOREIGN LANGUAGE
◦ 10개 외국어 학과 운영
- 능 숙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와 현장에 밝은 지역 전문가 배출

-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설립
◦ 모바일·스마트웨어러블 전문가 양성

- LA에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설립

- ‘단국 APP센터’ 운영
-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 연구 ‘단국대 ITRC’ 운영

◦오
 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등 BT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세계 최대 한자사전 ‘한한대사전’ 완간

◦ 글로벌 캠퍼스 구축
- 캠퍼스 내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교류 기회
-국
 제여름/겨울학교 시행 : 자매대학 외국인 학생
초청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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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기숙 | 취업

장학

Tal
e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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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program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재학생 21%를 수용하는 대규모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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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복지·면학 환경 지원

특별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수십여 종의 다양한 장학제도
를 통해 학생들의 면학 여건을 조성하며,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등
다양한 성적장학금을 통해 실력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독
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우수장학금, 국제화장학금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국의 세계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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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액 변화 ]

기숙

4,704 명 규모(대학 정원의 21%)의 생활관은 최적의 휴식공간과 교육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매점, 스낵코너, 구내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과 열람실,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최적의 휴식과 교육환
경을 제공합니다.
캠퍼스

죽전
죽전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진리관’(왼쪽)과 ‘웅비홀’(오른쪽)
천안

생활관

수용인원

집현재

454

웅비홀(민자기숙사)

1,078

진리관(공공기숙사)

930

계

2,462

학사재

304

단우홀(민자기숙사)

1,014

봉사관(공공기숙사)

924

계

2,242

◦ 죽전캠퍼스 수도권 최초 정부지원 행복(공공)기숙사 ‘진리관’ 개관(2015)
◦ 천안캠퍼스 전국 최초 정부지원 행복(공공)기숙사 ‘봉사관’ 개관(2014)

천안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봉사관’

취업

◦ 진로설정을 위한 핵심교양 ‘진로설계와 자기개발’ 운영
◦ 단과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실을 운영하여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등 지원
◦ 최신 시설 완비 및 취업준비생 위한 공간 JOB CAFE 운영
◦ 취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진행
◦ 학 년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설정, 심리검사, 직무교육,
입사서류 작성, 면접 대비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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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 창업

산학 협력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와

◦의
 대, 치대, 약대, 각종연구소가 집약된 메디바이오 올인원(All-in-One) 캠퍼스 구축
◦산
 학협력선도관에 조직, 장비, 인력 집중한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기
 업현장실습, 인턴십,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의 CEO,
단국대서 키운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LINC) 평가 4년 연속 전국 최고 점수 획득

◦ 전임교원 연구비 수주 국내 사립대 17위

링크사업단

SUN(‘線’, Society-University Network) 플랫폼 모델

에디슨파크(창업)

정약용파크(교육)
기업가정신

다산링크스쿨
(D-School)

기술검증

창업인턴

디자인씽킹
SW
재직자교육

팀티칭

취창업트랙

기부금

계약학과

회비

지역학
캡스톤디자인

시제품

창업교육

IR
B2B

경영노하우
마케팅

창업

법률자문

취창업트랙

컨설팅

계약학과

시장분석

PBL
현장실습

패밀리파크(기업)
가족기업협의체
웨어러블 산업센터
스카트제조 산업센터
레이저광의료기기 산업센터
디지동물바이오 산업센터

재직자교육

투자
기업가정신
비즈쿨

IP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아테네파크(지역사회)
산·학·연·관 얼라이언스

지역기업협의체

Demos협의체

스마트사회협업센터
Socia Living Lab
A-Studio
Young Innovation Camp

창업선도대학 3년 연속 선정
◦ 중소기업청 주관, 2014~2016년 연속 선정
◦ 분당·판교·죽전 수도권 창업메카 형성

창업 및 취업지원 부분 전국 2위
: 한국경제신문 이공계 대학평가(2016)

창업 지원금 최대 7천만 원 지원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지원자들에 실제 사업진행에 필요한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과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후원

창업 동아리 최대 4백만 원 지원
40여 개 창업 동아리 운영, 창업 동아리에 최대 4백만 원 지원

창업 마일리지 쌓으면 장학금 1백만 원
창업 강좌 수강, 창업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최고 등급(S등급) 도달 시 장학금
1백만 원 지원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해외창업박람회 출전, 창업연수, 해외 창업 인턴십 등
다양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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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프로그램

세계로 도약하는 단국인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국제화 프로그램

단국6色
국제화 프로그램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해외인턴십

국제여름/겨울학교

복수학위제

◦ 교환학생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자매대학 파견
◦ 어학연수 교비 지원 받아 미국, 호주 등 파견
◦ 해외인턴십 공공기관 해외 인턴, 다국적 기업 해외 인턴 프로그램 지원
◦ 복수학위제 단국대-외국대학 공동 학위
◦ 국제여름/겨울학교 외국인 학생 초청, 교내에서 글로벌 마인드 배양
◦ 해외봉사활동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단국 봉사정신’ 발휘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

여름방학 중 외국 대학생들이 단국대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교류하는 단국대 대표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Village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권의 자매대학
대학생들과 단국대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외국어 학습 및 문화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Academic Program
외국 대학생들과 함께 동아시아학, 법학, 인문사회학 등의
수업을 단국대 및 외국 자매대학 교수진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프로그램. 교환학생 및 유학을 준비하는 단국대
학생들이 사전에 외국 강의스타일을 접하는 기회.

Korean Immersion Program
◦ 외국 대학생이 단국대에서 3주간 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체험하는 단기집중 프로그램
◦ 한류에 힘입어 한국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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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Study

JUKJEON CAMPUS

국제대학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국제자유전공학부
(소프트웨어학, 한국학)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 부동산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영상콘텐츠, 저널리즘, 광고홍보)
응용통계학과
상담학과
상경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경영학, 회계학)
마이스터경영학과(야)
건축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고분자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응용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과학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공연영화학부
(영화, 연극, 뮤지컬)
패션산업디자인과
무용과
음악대학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국악과

국제
대학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국제자유전공학부

21세기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
국제경영학과
재학생들에게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공동 학위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기업 인턴십, 유명 경영인 초청 특강, 각종 산
학협력 등을 통해 졸업 후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업, 국제 기구 등에 진출하거나 해외 유
수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031) 8005-3374
http://iba.dankook.ac.kr

·
모바일시스템공학과

·
국제자유전공학부
국제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한국에서 선도하
는 학문 분야인 소프트웨어학, 한국학 중 하
나를 전공하게 되며 국제자유전공 내 모든
과목은 한국어로 진행한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
정 및 특성화 된 교육 시스템을 개발·운영하
고 있다.
031) 8005-3264
http://dankook.ac.kr/web/cis

캠퍼스에 국내 최고 수준의 모바일 분야 교육
및 개발 환경을 갖춘 모바일 앱센터, 단국-삼
성 모바일 연구소 등이 있어 재학생들의 전공
교육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와 유연성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구성
하고 있으며, 특히 전공교육에 경영학 과목을
도입해 엔지니어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
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cis.dankook.ac.kr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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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인문학 부흥을 선도할 지성인 양성

·
국어국문학과
전공의 심화를 위하여 국어학, 현대문학, 고
전문 학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정규 교과 과
정 이외에 세부 전공별로 국어학반, 현대문학
반, 고전문학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술적
역량을 넓히는 답사, 작가와의 만남 등의 활
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문예창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스토리텔링반을 개설
하여 실전적 글쓰기를 훈련하고 있다.
031) 8005-3020
http://www.dkkorean.com/

·
사학과
유물에 대한 풍부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한
강의와 역사적 상상력과 현장감의 배양을 위
해 정기적인 학술답사 행사를 하고 있다. 또
한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으
며, 연구 및 조사결과는 매년 사학과에서 발
행하는 학술지인 『사학지』와 발굴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031) 8005-3030
http://hompy.dankook.ac.kr/history/

·
철학과
철학은 모든 학문의 토대로 인간과 세계에 대
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인식과 실천을 연구
하는 기초학문이다. 현장 밀착적인 철학을 지
향하며, 동양 및 서양철학의 역사적 이해, 분
야별 핵심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그리
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한다. 이를 통해 현대인이 처한 인성적, 정치
사회적, 역사문화적인 문제 상황을 파악해 철
학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031) 8005-3039
http://hompy.dankook.ac.kr/philosophy/

·
영미인문학과
세계어인 영어의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인문
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영미문화
권을 중심으로 언어학, 문학, 철학, 역사, 문화
등 인문학의 전반적인 소양을 높이는 것을 교
육 목표로 한다. 기존의 영어영문학의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
031) 8005-3060
http://hompy.dankook.ac.kr/bahumanities/

Colleg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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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대학

법학과

법질서와 사회정의 규명

·
법학과
논리적인 학문인 ‘법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
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과 과
정을 편성하고 있다. 기초적인 이론부터 실제
소송 실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영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한 고시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031) 8005-3278
http://hompy.dankook.ac.kr/law/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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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학
사회 제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응용통계학과
상담학과

·
정치외교학과
국내 및 국가 간 정치현상에 대한 학습과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동·서양의 정치철학과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안목을 함양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육성
한다. 국내외의 각종 현장학습과 학술·토론
대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031) 8005-3313
http://hompy.dankook.ac.kr/polisci/

·
행정학과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법
률 및 사회학 등 인접학문을 함께 익히도록 하
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처능력, 정책
결정 및 분석능력 그리고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 능력 함양 등 유능한 행정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031) 8005-3294
http://hompy.dankook.ac.kr/dankookpa/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도시·지역계획학
본 전공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내에 속해
있으며, 동일한 학부 내에 부동산학전공이 동
시에 개설되어 있다. 국토공간상의 도시계획,
군계획 등 각종의 관련 법제도적 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관련분야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031) 8005-3323

College of
Social Science

·
커뮤니케이션학부
영상콘텐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 그리
고 모바일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
한 매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익히는 것은 물
론, 콘텐츠 기획과 실무제작, 나아가 관련 산
업계와 정책분야에 대한 이해 등 해당 분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쌓은 교수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강사 또한 관련 현
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031) 8005-3352
http://www.dkujnb.net/

저널리즘
졸업생들이 신문사, 방송사 및 관련 업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언론인이 될 수 있게
이론 과목을 강도 높게 교육함과 동시에 다양
한 실습과목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한다. 풍부
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쌓은 교수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외부강사 또한 관련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응용통계학과
학문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통
계적방법론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는 업무 및 기능이 점차 복잡
해짐에 따라 수량화되고 계량적인 분석방법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데이터 처리 문
제를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춘 교과과정을 준
비하고 있다.
031) 8005-3256
http://www.facebook.com/dkustat

·
상담학과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한 발달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론과 기술
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 및 집단
을 대상으로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부부상
담, 가족상담, 노인상담 영역에서 전문적 상
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031) 8005-3358
http://k2.dankook.ac.kr/user/counseling/

http://www.dkujnb.net/

광고홍보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출발해 마
케팅, 매체관리, 광고기획, 정치선전 등 광고
홍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 학생들이 광
고홍보 분야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실무경력과 이론
을 쌓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강
사 또한 관련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031) 8005-3359
http://www.dkujnb.net/

부동산학
본 전공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내에 속해
있으며, 동일한 학부 내에 도시·지역계획전공
이 동시에 개설되어 있다. 국토공간상에서 개
별 부동산의 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
무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관련분야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031) 800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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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
마이스터경영학과(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기업인의 자질 배양

·
경제학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현대경제 이론과 현상
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경제학 관
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활성화
와 국제화에 발맞춰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멀티미디어 강의실
을 이용한 계량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활용
등 전공수업의 정보화, 첨단화와 함께 우수한
교수진 구성을 통해 정보경제화와 세계경제
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공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1) 8005-3380
http://hompy.dankook.ac.kr/dkecono/

·
무역학과
국제무역 및 국제통상과 관련된 국제적 흐름
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속히 이해하고 대
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제경
제의 추이, 국제무역, 무역실무 및 영어(외국
어) 등에 능통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
다. 무역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관세사,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증권분석사,
무역영어 검정 등이 있다.
031) 8005-3394
http://hompy.dankook.ac.kr/dktrader/

·
경영학부
경영학
캠퍼스 특성화 전략에 맞추어 정보기술(IT)
및 문화콘텐츠(CT)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
털 경영환경으로의 시대변화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지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의 학사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
학 관련 기본지식을 철저하게 함양하고 다양
한 전공선택과목의 운영을 통한 다양한 분야
의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
마이스터경영학과(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
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습득해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이
론과 실무를 이상적으로 결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031) 8005-3408

031) 8005-3440
http://k2.dankook.ac.kr/user/management

회계학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회계 및 세무와 관
련된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과목
개설 및 자격증취득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 회계 및 세무관련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들로 구성되
어 있다.
031) 8005-3426
http://k2.dankook.ac.kr/user/d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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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국제 기준에 맞는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건축인 양성

·
건축학과
2002년 국내 최초로 5년제 건축대학으로 개
편 된 건축학과는 2009년도 인증실사과정을
거쳐 이듬해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완성
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창의적이고 예술성
을 갖춘 건축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건
축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건
축대학에서 장학금제도를 직접 운용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31) 8005-3698
http://www.dk-archi.net/

·
건축공학과
공학분야 국제인증을 바탕으로 구축된 체계
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
과정을 건축구조, 환경, 설비, 재료, 시공, 건
설관리분야로 구성하고 실습교육을 중심으
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대학과의 교류, 영어
강의, 학술제, 졸업 작품 전시, 대학원과 연구
소에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현장적용기술개발
을 통해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건축대학 장학제도를 운영해 재학생들
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031) 8005-3731, 3740
http://www.dk-arch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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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고분자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응용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공학 인력 양성

·
전자전기공학부
전기에너지, 제어 및 로봇, 정보 통신, 반도체
및 회로, 컴퓨터 등의 폭넓은 공학분야의 기
술을 교육한다. 이 기술들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인 동시에 타 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수적
인 기반 기술이다. 따라서 전자전기공학 전공
자는 다른 어떤 전공 분야보다도 진로 선택의
폭이 넓고 사회 진출 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품개발과 연구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031) 8005-3626
http://eee.dankook.ac.kr

·
고분자공학과
고분자 화학, 고분자 물리, 고분자 가공을 기
초로 하여 고분자 전자 재료 및 생체 고분자
재료 등과 같은 유기 고분자 신소재를 연구하
는 분야에 중점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산학 협동에 따른 고분자 신소재 분야를 지
정해 특성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대학원 및 학과내 재료화학시험연구소, 경
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된 광에너지소
재연구센터와 활발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031) 8005-3580
www.polymer.ac.kr

College of
Engineering

·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파이버시스템공학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융합화시대에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미래지향적 첨단 파이버시스템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21세기형 공
학인을 양성한다.
031) 8005-3560
http://k2.dankook.ac.kr/user/
textileengineering/

·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구조론, 객체중심 문제
해결 등의 기초 교과뿐만 아니라 학과 특성
화를 위해 스마트/모바일 플랫폼 트랙(모바일
앱 및 운영체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과
지식정보 서비스 트랙(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론, 정보보안 관련)중심의 교과과정을 제공한
다. 주요 IT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외부장학금도
지원한다.
031) 8005-3227
http://cse.dankook.ac.kr/

·
응용컴퓨터공학과
균형 있는 지식은 물론 급변하는 컴퓨터분야
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
학윤리와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컴퓨터공학
기술인 양성, 공학적인 분석 및 문제 해결 능
력 배양,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지식 및 현
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
고 있다.
031) 8005-3661
http://k2.dankook.ac.kr/user/com/

·
토목환경공학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각종 기업에서 가산
점을 받을 수 있는 공학인증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 많은 설계실습 과목과 실험
실습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구조실험실, 콘크
리트실험실, 토질실험실, 수리실험실, 환경실
험실 등 각종 실험실과 공장형 실험동을 갖
추고 있다. 현재 교수 및 학생 그리고 대학원
과정의 연구인력이 서로 강한 유대를 통해 활
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031) 8005-3470
http://dkucivileng.dankook.ac.kr

·
기계공학과
공학, 수학 및 물리학의 기초 및 응용 이론 교
육 및 설계, 소프트웨어 및 실험실습 교육 등
과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체계적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기계공학분야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산업현장 및 연구기
관 외 여러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공학 교육인
증을 통한 검증된 교육과정과 더불어 학부
과정에서도 능동적으로 교수의 연구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 선
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031) 8005-3497
http://hompy.dankook.ac.kr/me

·
화학공학과
1962년 개설된 이래 국가기반 핵심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수준의 엔지니어를 양
성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체계 혁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연구활동,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해외협력기관교류 및 외국어능력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 양
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31) 8005-3535
http://hompy.dankook.ac.kr/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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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대학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과학교육과

미래의 동량을 양성할 참 스승의 요람

·
한문교육과
한문교육과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
계승하고 한자문화권의 상호 소통에 이바지
하는 학과로, 우수한 교사와 연구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특히, 2개의 서예실습실을 갖추
어 서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탁본실습과
학술답사를 병행하는 등 한문에 대한 기본소
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배려하고 있다.
031) 8005-3790
http://hompy.dankook.ac.kr/hankyo/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는 40여 년간 특수교육대상아동
을 위한 교육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력을 지닌 특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였
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실적과 국내·외
전문가를 배출하고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특
수교육의 전문화에 앞장서 왔다. 우리 학과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우수한 교수진과 특수
교육 학부 및 일반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인
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031) 8005-3802, 3820
http://specialedu.dankook.ac.kr

·
수학교육과
학과 전용 PC실과 동영상 제작실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장비(프 로젝터, 프 로젝션T V,
OHP, 실 물화상기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
업모형을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교단 선진화에 앞장서도록 지원하고 있
다. 과내 소그룹 세미나를 적극 권장하여 활
발한 토론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가을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031) 8005-3828
http://hompy.dankook.ac.kr/mathedu/

·
체육교육과

·
과학교육과
학생들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초 과학을 다룸과 동시에, 이를 중·고등학
교 현장 및 학교 밖 과학교육에서 효과적으
로 가르칠 수 있는 질 높은 과학교육자로서
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
게 다양한 과학교재연구 및 과학수업실연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
늘날 융합과학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추어 융
합과학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교육활동
을 벌여나가고 있다.
031) 8005-3840
http://hompy.dankook.ac.kr/sciedu/

체육교육과는 교사로서의 지도력과 각종 스
포츠 및 체육학을 위해 필요한 적성을 동시
에 필요로 한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풍부한 교양지식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육과는 체계적인 교수법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 우수한 체
육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다.
031) 8005-3855, 3866
http://hompy.dankook.ac.kr/dan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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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디자인
대학

도예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패션산업디자인과
무용과
공연영화학부

21세기의 한류를 이끌 예술인의 산실

·
도예과
신입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자디자인,
도자표현, 조형연습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학년부터는 전공과정으로서 도자조형, 도자
개론, 환경도자, 생활용기, 산업도예, 도자재
료학, 건축도자, 옹기기법, 디자인론, 도자사
등 보다 심화된 전공지식을 배우게 된다. 4학
년때는 졸업전시회를 통해 도예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검증하고 있다.
031) 8005-3088
http://hompy.dankook.ac.kr/ceramicarts/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외에 활발한 동아리 활
동을 통해 자신들의 특·장점을 계발하고 있
고, 동아리 연합이자 학과 디자인운동 ‘딩’ 활
동을 통해 학과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매학기 편집, 영상, 인터랙션 등 다양한 분야
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방학 중에 일정 인원의 학생
들과 미국 동·서부와 캐나다를 경유하는 경
로로 디자인 학술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031) 8005-3100
http://k2.dankook.ac.kr/user/ding/

·
패션산업디자인과
국내 유일한 패션산업 기반 상품디자인 전공
교육 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효율적이고 통합
된 융합교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성
장동력에 맞는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또한, 다양한 산업체와의 산학 협동을 통
해 매년 패션 쇼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에
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031) 8005-3130
http://blog.naver.com/ftdn

·
무용과
·무용예술의 창의력 개발 및 표현력 증진
·무용가로서의 지도 방법과 숙달된 기능 습득
·무용학 이론의 연구를 통한 체계적 지식 습득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전공별 전문성 함양
031) 8005-3120
http://hompy.dankook.ac.kr/dance/

·
공연영화학부
영화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
기 연마의 균형 있는 교육에 기본방향을 두
고 있다. 연극, 영화는 여러 형태의 인간적 행
위를 극적 행위의 수단을 통하여 무대적, 영
상적 창의적으로 재현해내는 예술로, 사회적
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갈등요
소들을 창조적, 잠재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순
화, 발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031) 8005-3121
http://dktf.cyworld.com/

연극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
기 연마의 균형 있는 교육에 기본방향을 두
고 있다. 연극, 영화는 여러형태의 인간적 행
위를 극적 행위의 수단을 통하여 무대적, 영
상적 창의적으로 재현해내는 예술로, 사회적
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갈등요
소들을 창조적, 잠재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순
화, 발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031) 8005-3110
http://dktf.cyworld.com/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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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4년제 대학 중 가장 오래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뮤지컬 교육의 산실로 성장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품을 만들어내
는 창작 뮤지컬 워크숍 수업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각종 대학 뮤
지컬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031) 8005-3122
http://dktf.c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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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대학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국악과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음악인 양성

·
기악과
기악과는 피아노, 관악, 현악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사범대학 소속 음악교
육과로 출범한 본 학과는 1988년 음악대학으
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전 학년에 걸
쳐 바로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
식과 스타일의 작품을 전공실기 수업에서 실
시하고 있으며 학내 연주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피아노 전공 : 031-8005-3890
관/현악 전공 : 031-8005-3891
hompy.dankook.ac.kr/comusic

·
성악과
성악은 음악의 여러 분야 중에서 오랜 역사
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가장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물질문명의 발
달로 문화적 삶의 양상이 피폐해가는 현대사
회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음악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
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031) 8005-3908
http://club.cyworld.com/dkuvoice

·
작곡과
작곡과는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창
의적 음악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심
도 깊고 개개인에게 밀착된 교육을 하고 있
다. 학기마다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국내외의 저명 작곡가 및 음악인을 초빙
해 ‘작곡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031) 8005-3918
http://k2.dankook.ac.kr/user/dkmc/index.
html

·
국악과
매년 개최되는 국악과 정기연주회 및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초청연주회
와 국내 특별연주(세계 스포츠 과학자 총회,
‘86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 문화축전’, 한
미 친선외교의 밤)를 통해 실기능력을 배양하
도록 하고 있다.
031) 8005-3926
http://k2.dankook.ac.kr/user/korea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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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Study

CHEONAN CAMPUS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일본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몽골학과
중동학과
포루투갈(브라질)어과
공공인재대학
공공관리학과(주,야)
사회복지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환경자원경제학과
경영학과(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융합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제약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원자력융합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량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환경원예학과
녹지조경학과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심리치료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약학대학
약학과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전공, 동양화전공, 서양
화전공, 조소전공)
문예창작과
생활음악과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국제스포츠학과

외국어
대학

중국어과
일본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몽골학과

세계인과 어깨 겨룰 생산적 교양인 양성

중동학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중국어과

프랑스어과

영어과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현실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언어와 문화
를 깊이 이해하고 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 인
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어학 과정에서는
강독, 회화, 작문 과목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어 계열인 만큼 어학교육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지식 교육도 병행하
여 학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찬란한 문화를 자
랑하는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서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에 틀
림없다. 프랑스어과는 발음, 문법, 회화 교육
을 통해 프랑스어의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프랑스 문학을 섭렵
한다. 아울러 프랑스 역사와 정치, 경제, 특히
예술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영어과의 모든 교과목은 영어 원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의 원어민 교수가 영어회
화와 영작문, 영미문화 등의 교과목을 담당한
다. 공인영어성적 향상을 위한 전문강의는 물
론, 영어연극, 영어토론 등 학생들이 함께 연
구하고 학습하는 동아리가 구성되어 다양한
전공학습과 리더십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한
다. 아울러 다른 학문과 접목해 학습함으로
써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041) 550-3160
http://k2.dankook.ac.kr/user/dkfrance/

041) 550-3130
http://hompy.dankook.ac.kr/english/

스페인어과

몽골학과

스페인어는 라틴어의 직계언어로서 발음기호
가 따로 없어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배
울수 있다. 스페인어 어학교육과 함께 해당국
가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며, 최종적으로 스페인어권 국제전문가 양성
을 목표로 한다.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교역이 증대되고 있
어 전망이 매우 밝다.

몽골학과는 한국 최초의 몽골지역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몽골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
론 몽골국립대학교, 몽골국립기술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과 중국 내몽고국립대학교와
의 교류를 통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
다. 또한, 대학 4년 중 1년을 몽골에서 수학할
수 있는 교환학생제도를 강화하고, 학문분야
와 취업에 대비한 실용분야 모두에 주안점을
둔 학습커리큘럼을 통해 최고의 몽골지역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041) 550-3170
http://hompy.dankook.ac.kr/china/

일본어과
일본어과는 일본어, 일본문학 및 일본학을 통
하여 일본어의 언어학적 현상 규명이 가능하
도록 기본적 자질을 교육하며, 일본 국제 전
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매대학과 활발
한 학생교류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영
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
술 동아리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41) 550-3190
http://hompy.dankook.ac.kr/japanese/

독일어과
독일은 현재 세계적 경제 강국이자 유럽연합
의 선두주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며, 독일어는 유럽의 공용어라 할 수 있을 만
큼 그 위상이 높다. 독일어과는 독일인 교수
가 담당하는 회화·일상독일어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
고, 아울러 폭넓은 안목으로 독일사회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역사·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 놓고 있다.
041) 550-3150
http://k2.dankook.ac.kr/user/dkgerman/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041) 550-3180
http://hompy.dankook.ac.kr/spanish/

러시아어과
러시아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등 세계
적인 대문호를 탄생시킨 문화와 예술의 나라
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방·통일정책
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언어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한다.
041) 550-3210
http://hompy.dankook.ac.kr/russia/

041) 550-3230
http://hompy.dankook.ac.kr/mongol/

중동학과
중동학과는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아랍어 능
력을 갖춘 국제적 감각의 중동지역전문가 육
성을 목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 중동실무, 중동시사특강, 비즈니스
아랍어 등 학문의 실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외교원을 확보해 아랍어
구사 및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지역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교육
한다.
041) 550-3120
http://k2.dankook.ac.kr/user/jungdong/

포르투갈(브라질)어과
포르투갈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로 포
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동티모르
등의 공용어로 전 세계 약 2억 여 명의 인구
가 사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어권은 현재 브라
질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
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언어권을 형성하고 있다. 본 학과는 포르투갈
어권의 문화와 어학 학습을 통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041) 5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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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
대학

공공관리학과(주, 야)
사회복지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환경자원경제학과
경영학과(야)

공공분야에서 활약할 전문인재 양성
공공관리학과(주, 야)

해병대군사학과

국가운영에 있어 공적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한 학문이다. 각종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
도록 관련 교과목과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일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획능력과 행
정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특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주간 : 041) 550-3310
야간 : 041) 550-3341
주간 : http://hompy.dankook.ac.kr/dkupa/
야간 : http://hompy.dankook.ac.kr/dkuad/

국내 유일의 해병대 장교 육성 학과로 조국에
대한 충성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명예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엘리트 해병대
장교 및 군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등록
금 전액이 국비장학금으로 지원되며, 강인하
고 도전적인 해병대정신, 조직생활에 필수적
인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키워 다양
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사회복지학과

환경자원경제학과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ㆍ식품ㆍ지역분야를 융복합한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이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과 역량을 보유
하고 있다. 학제간 융복합 교육, 동아리 전공
스터디 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과 함께 학
과 동문회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높은 취업률을 실현하고 있다.

041) 550-3330
http://k2.dankook.ac.kr/user/rokmcms/

환경자원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
지의 이론을 정립하고 제도 및 실천을 탐구
하는 학문이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대학의
이점을 활용하여 보건과 복지에 관한 깊이 있
는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충남 지역 사회복
지기관과 산학연계 협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를 양
성하며,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하고 있다.
041) 550-3240
http://k2.dankook.ac.kr/user/dkwelfare/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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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550-3610
http://hompy.dankook.ac.kr/ere/

경영학과(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
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습득해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이
론과 실무를 이상적으로 결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http://hompy.dankook.ac.kr/m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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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과

기초과학 충실한 첨단과학기술 선도
수학과

화학과

미생물학과

수학 전문인 또는 수학자를 위한 순수수학
및 응용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다. 중등교사 진출을 위한 교직과정
프로그램, 금융수학과 IT 관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 맞는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다. 수학전문인과 응용수학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과 중등학교 정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 과정을 운영한다.

화학은 학문의 광범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
화학, 고분자 화학 등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과의 교과목을 분
류해 분야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화학
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용
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실험교육을 중
점적으로 시행해 최첨단 화학분석장비 및 기
타 측정 장비의 조작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
록 지도한다.

미생물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 균류,
조류,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발굴
하여 분류하고 미생물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본질 탐구, 인체와 동식물 및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미
생물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에 적용되는 핵심
적인 실용 테크놀로지들을 연구하며, 산업현
장 탐방 실습과 연구졸업논문 실험을 통하여
연구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
생물학 전공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041) 550-3430
http://hompy.dankook.ac.kr/chemistry

041) 550-3450
http://hompy.dankook.ac.kr/microbiology/

041) 550-3410
http://hompy.dankook.ac.kr/math/

물리학과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대표적 산물인 반도체
및 레이저 기술의 원천이 되는 고체물리학과
광학 두 분야로 특성화하여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에 충실하도록 교수진을 구성하
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첨단 실험 장비
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응용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041) 550-3420
http://user.dankook.ac.kr/~physics/

식품영양학과

분자생물학과

인간의 건강증진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이
를 실제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배운다.
식품과 영양성분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과 지역사회, 국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에 미치
는 영향, 새로운 식품소재 및 식품개발 등 식
품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 선택할 만하다.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초부터 전
문과정까지 짜임새 있는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내 교육특성화사업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사업수행,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부터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통
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에 주
력하고 있다.

041) 550-3470
http://hompy.dankook.ac.kr/foodnutrition/

041) 550-3480
http://hompy.dankook.ac.kr/
molecularbiology/

생명과학과

College of
Natural Science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전문 지
식을 습득하고, 실험ㆍ실습을 통해 생명현상
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첨단 생명과
학을 연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국가가
핵심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분
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본교의 특성
화 분야인 BT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041) 550-3440
http://hompy.dankook.ac.kr/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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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대학

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제약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원자력융합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디지털 시대 이끌 산학협동의 중심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제약공학과

1981년 재료공학과로 개설된 신소재공학과는
금속, 세라믹, 전자 및 고분자소재 등으로 세
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물리·화학적, 기계적, 전자기적
성질과 관련한 소재의 구조와 공정에 관한
다양한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SEM,
XRD 등의 분석장비를 갖추어 학생들의 실습
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을 최적으로 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하는 산업공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생산관리, 운
영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응용통계, 인간
공학, 각종 시스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교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순수익률이 30%에 이르는 초부
가가치산업으로 노인성 질환, 관리형 질환의
증가와 함께 제약공학의 전문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약공학과는 약학과 공학을
융합한 학과로 신약개발 및 공정혁신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고자 설
치되었다. 학계, 산업체 및 정부인력을 자문
위원으로 확보해 신약개발과 제약분야에서
미래의 의약품을 디자인하고 최적화할 수 있
는 제약공학전문가를 양성한다.

041) 550-3530
http://hompy.dankook.ac.kr/mse/

041) 550-3570
http://hompy.dankook.ac.kr/ind/

에너지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은 화학과 생화학, 생물학(특히 미생
물학) 등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공학분야로
서 무엇보다도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험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
품을 생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식품공학적
지식과 미생물공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식품
가공학 및 기능성 식품가공학의 5개 분야에
서 교육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041) 550-3560
http://hompy.dankook.ac.kr/food/

에너지공학은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관
련 연구·개발 및 시스템 관리·운영 등을 다
루는 학문이다. 태양에너지 분야, 이차전지를
비롯한 에너지저장,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분야,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 등의 전
문 인력을 양성한다.
041) 550-3680
http://k2.dankook.ac.kr/user/energy/

041) 550-3580

디스플레이공학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최첨
단 기술인 정보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정보디스플레이 소
자와 주변 장치에 대해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화학공학, 재료
공학, 전자공학 등 공학적 소양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을 통해 세계에서도 활
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041) 550-3590

원자력융합공학과

College of
Conver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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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 생산의 근원인 원
자력 발전과 관련된 전문 운영인력을 배출하
고자 2015년 개설되었다. 공학전반에 대한 기
본적인 소양과 원자력 공학 및 전문분야의
융합교육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
자력융합엔지니어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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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과학
대학

식량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환경원예학과
녹지조경학과

생명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식량생명공학과

환경원예학과

식량생명공학과는 미래의 식량산업을 개척하
는 학과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약용작물, 사료작물을
대상으로 작물생산기술과 첨단의 생명공학기
술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다수확 품종을 육성
및 생산ㆍ공급ㆍ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한
다. 작물분자육종학실험실, 식물분자생물학
실험실, 식물신소재개발실험실, 농업생태/작
물학실험실을 두어 식량산업 및 생명공학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환경원예학과는 화훼식물의 재배 생산 및 관
리, 관상식물을 이용한 환경디자인, 친환경
유기농업, 원예산물의 가공 및 저장, 원예 육
종 및 생명공학의 다섯 가지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계 교육을 통하여 환경원예
산업의 실무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041) 550-3620
http://hompy.dankook.ac.kr/foods/

동물자원학과
동물자원학은 인류의 식량자원이며 생활환경
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동물자원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전반을 다룬다. 동물면역유전학 실험실, 산업
미생물학 실험실, 사료영양학 실험실, 우유신
소재 실험실을 운영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041) 550-3650
http://hompy.dankook.ac.kr/animal/

041) 550-3640
http://hompy.dankook.ac.kr/horticulture/

녹지조경학과
녹지조경학과는 조경계획과 조경설계, 조경
시공, 녹지공학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조경
계획·설계 분야에서는 조경사, 표현기법, 계
획, 컴퓨터응용설계, 공원녹지계획 등의 교과
목을 가르치며, 조경시공·녹지공학 분야에서
는 수목학, 조경공학, 식재설계, 수목병리학,
적산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도시환경계획, 생태환경계획,
생태복원 및 레저녹지론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다.
041) 550-3630
http://ela.dankook.ac.kr/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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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
대학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심리치료학과

건강한 미래사회 설계할 보건의료전문가 양성
보건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은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관리
하고 양질의 의료 보건정책과 의료관리를 다
루는 종합적인 보건사회과학으로 보건의료산
업의 행정, 경영, 정보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라 전체의
의료제도 관리에서부터 의료기관의 관리, 개
인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심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사회주
민과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신체적 손상의 치유, 신체 움직임 향상 등 특
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필요로 하는 환자
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물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 국민의 의료복지에 기여
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전인적 물리치
료사를 배출하고자 의과학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이론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을 실시한다.

041) 550-1470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은 환자의 임상검사를 통해 얻은
생체기능 정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검사법 개발, 검사결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
임상병리학과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임상병리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이론 및
임상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041) 550-1450

College of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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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550-1460
http://cafe.naver.com/dkupt

치위생학과
구강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 협조 및 국민
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할 전문 치위생사를 양성한다. 치과진료 협조
와 경영관리 지원 외에도 구강보건교육, 예방
치과처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치위생학 전문가를 배출한다.
041) 550-1490

심리치료학과
2017년에 신설되었으며, 2013년부터 개설된
심리학과에서 특화된 학과이다. 인간의 이해
와 삶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리학
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키며 현대에 중요
시되고 있는 문화특성에 따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교육
을 진행한다. 또한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
여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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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대학

간호학과

인간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실무능력 배양

의과
대학

의예과

건학정신 실천하는 참 의료인 양성

College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간호학과
인간 이해를 위한 사회과학 및 기초 자연과
학을 배우며 전문적인 간호학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800여 병상을 갖춘 단국대학교
부속 병원 및 보건소, 산업현장, 학교를 실습
지로 이용하여 수준 높은 실습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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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학부 졸업 후 노인전문 간호사 과정이나 간호
학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 할 수 있다.
041) 550-3880
http://hompy.dankook.ac.kr/nursing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 위한 의
과대학 6년 통합과정 중 초기 2년 동안의 교
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과로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의공학, 인문사회의학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강의한다.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생명공학의 심오한 연
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예과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의학연구를 경험
할 수 있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041) 550-3851
http://med.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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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대학

치의예과

철저한 임상교육 통한 치과의사 양성

약학
대학

약학과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보건약료전문가 양성

College of
Dentistry

College of
Pharmacy

치의예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은 중부권 최초이자 유
일의 치과대학으로 우수한 치의학 인재를 양
성하고 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합쳐 총
6년 과정으로, 7개의 기초 치의학 교실과 10
개의 임상과목 교실이 있고, 치의학연구소와
조직재생공학연구소 등에서 연구사업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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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하고 있다. 아시아 및 미주권 대학과 자매결
연을 체결하여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
공하고, 졸업 후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041) 550-1910
http://dentistry.dankook.ac.kr

단국대학교 약학대학은 약학 분야와 관련한
주요 학과와 부속병원, 부속 치과병원, 종합
임상시험원 등이 한 곳에 위치한 ‘의약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약학 연구·교육
에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명약
학연구소 산하의 3개 연구센터를 비롯한 신

약개발 관련 8개 연구소와 동물실험 시설 등
이 완비되어 다양한 현장 실무실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041) 550-1430
http://hompy.dankook.ac.kr/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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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대학

미술학부
문예창작과
생활음악과

사람을 더 깊게, 미래를 더 크게 키운다
미술학부

문예창작과

공예

서양화

Art Craft와 실용공예를 병행하는 학습을 통
해 산업과 공예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
문 디자이너 및 제작인을 양성하는데 교육목
표를 두고 있다.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최신 기자재를 설비한 700여 평의 실기실을
갖추고 전통공예를 밑바탕으로 하는 공예의
실기제작 및 디자인 학습을 병행해 미(美)와
실용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1·2학년은
평면조형, 입체조형, 기초디자인 등 기초적인
이론 및 실습을 익히게 되며, 3·4학년은 심
도 높은 수업으로 직물기법, 염색기법, 금속
표현기법, 장신구 표현기법 등을 배운다.

회화, 판화, 사진, 영상, 입체 등을 통합해 교
과과정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계의 여러 분야
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순수
예술 전공자로서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배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041) 550-3740
http://hompy.dankook.ac.kr/coarts/

동양화
예술적 사고와 사상을 통해 전문가로서 갖추
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갖추도록 한다. 실기
과정에서는 각자의 개성에 어울리는 창의력
개발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법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익히
도록 한다. 이론과정에서는 동·서양미술사,
화론, 미술평론 등을 통해 회화학습의 폭을
넓히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표현능력을 갖
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041) 550-3720
http://hompy.dankook.ac.kr/fineart/

조소과
조소의 조형적 특질과 미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조각과 현대조각을 이
해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춘 전문예술
인을 양성하고 있다. 재료, 기법, 형식 등에
대한 폭넓은 개발과 실험의 실천을 권장하고,
미디어, 회화, 사진, 건축, 조경, 도시계획, 디
자인 등 관련 분야와의 체계적인 교류를 통
해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도록 하여 ‘미술 현
장’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역동적 탐구 자세를
가질 수 있다.
041) 550-3760
http://k2.dankook.ac.kr/user/joso/

매 학기 우리나라 문학과 관련된 여러 지역을
답사하는 문학 기행과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문예창작의 밤’을 진행하는 등 다
양한 행사를 통해 선도적인 문예창작인을 양
성한다. 현재는 학부-대학원 간에 지속적이
고 장기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문예콘텐츠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외부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다.
041) 550-3770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
51931567

생활음악과
이론과 실기가 체계적으로 접목된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수준 높은 대
중음악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음악가를
양성한다. 특히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커
리큘럼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국
내 실용음악 학과를 선도하는 전통 있고 특
성화된 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041) 550-3780
http://hompy.dankook.ac.kr/mu

041) 550-3730
http://hompy.dankook.ac.kr/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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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국제스포츠학과

스포츠분야 핵심으로 부상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생활체육학과는 스포츠 문화를 창도하기 위
하여 스포츠 현장을 지도·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교육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
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 전반의
생활체육 관련 직종에서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
히 체육관은 주 경기장을 비롯해 배구장, 체
력장, 태권도장, 유도장, 어학실습실, 운동검
사실, 컴퓨터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체계적인
실기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스포츠경영학과는 전공기초 과목을 통해 경
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통
해 실무 및 실기능력을 강화하며, 전공영어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세분화
된 교육과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및 BK21 등과 같
은 국가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포
츠산업 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41) 550-3810
http://hompy.dankook.ac.kr/sports/

041) 550-3820
http://www.hompy.dankook.ac.kr/
sportsmanagement

운동처방재활학과

국제스포츠학과

운동처방재활학은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유
지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체육·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한 학문이다. 스포츠과학
을 토대로 하여 의학, 보건학 관련 분야 등
인접 학문을 접목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실
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내 운동선수는 물론,
실업팀과 프로팀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
상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신이 조화로운 진취적 기상의 스포츠전문
가를 양성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국제사
회에 국가의 기상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우수한 스포츠 선수와 전문 지도자
를 양성한다.

041) 550-3830
http://k2.dankook.ac.kr/user/
sportsscience/

041) 550-3670
http://k2.dankook.ac.kr/user/international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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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원

영화콘텐츠전문
대학원

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of
Cinematic Content

학문 융합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교수진 구축
·재학생 졸업시 장편영화 제작 지원

·융합과 통섭을 통한 우수 전문 연구인력 배출

·해외 명문대학에서 4주간 단기집중 연수 프로그램 시행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세계 영화계 거장 초청 특강 및 위크숍 개최

·대학원 해외학술 탐방연수 시행

·국내 굴지의 영화사와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문화코드기반의 글로벌 영화제작 전문가 양성사업’
학 과 | 영화콘텐츠학과
트 랙 | 프로듀싱(Producing), 스크린라이팅(Screenwriting), 디렉팅(Directing), 스크린액팅(Screen Acting), 					
일반대학원[죽전]
인문사회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중동·아프리카학,
한문학, 사학, 교육학, 상담학, 특수교육학,
언어병리학,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도시계획및부동산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응용통계학

자연

과학교육학, 수학교육학, 전통의상학

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고분자공학,
파이버시스템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학, 토목환경공학, 화학공학,
창의융합제조공학, ☆데이터사이언스학

예체능

도예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국악학,
음악학, 체육학, 무용학, ☆공연예술학,
패션산업디자인학, ☆공예디자인학, ☆회화학,
☆조소학, ○문화예술학

의학

생명융합학

일반대학원[천안]
인문사회

몽골학, 환경자원경제학, 유럽어문학,
공공관리학, ☆심리학

자연

물리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수학,
식품영양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자원과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원예치료학

공학

산업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공학

예체능

운동의과학, ☆뉴뮤직

의학

의학, 치의학

☆ 석사과정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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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Interactive Storytelling)
학 과 | 미디어콘텐츠학과
트 랙 | 게임애니메이션(Game Animation)

○ 박사과정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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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대학원
Special Graduate School

정보·지식재산대학원

국제대학원

방송영상미디어학과

TESOL학과 : TESOL

융합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 한중통번역, 한중국제회의통역

IT학과
정보통신학과
식품영양정보학과
지식재산사업화학과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

부동산·건설대학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 도시 및 부동산개발
부동산경영학과 : 부동산경영
건설방재·안전공학과 : 건
 축안전공학, 토목방재공학

스포츠과학대학원(천안)

환경조경학과 : 조
 경계획 및 설계, 환경복원, 골프코스건설관리

스포츠의학과 : 임상운동, 스포츠재활
스포츠산업학과 : 스포츠산업
레저 및 경기지도학과 : 레저 및 경기지도
무도학과 : 무도

보건복지대학원(천안)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보건학과 : 보건
구강보건학과 : 구강보건

문화예술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 : 노인전문간호
보건미용학과 : 보건미용

공연예술학과 : 뮤지컬·연극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학과 : 자산관리, 마케팅, 인사조직관리, 물류유통, 경영컨설팅,

죽전캠퍼스

예술경영, 국제통상, 관광ㆍ호텔경영, 외식사업경영, 		
세무회계, 재무회계, 스포츠마케팅, 골프경영
협상학과 : 협상

교육학과 : 상담심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대중음악학과 : 대중음악 제작·경영
문화관리학과 : 문화행정·정책·기획, 미술관·박물관 경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학과 : 융
 합디자인, 화훼디자인, 뷰티예술디자인

체육교육, 영양교육, 영재교육

글로벌 e-SCM학과 : 글로벌 e-SCM 재교육형
※글로벌 e-SCM학과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에 의한 계약학과로 별
도 정원임.

천안캠퍼스
교육학과 :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수학교육, 체육교육

행정법무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행정계열

특수교육학과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언어치료,

행정학과 : 일반행정, 지방자치, 정책학, 안보행정

물리·작업치료, 심리치료, 직업재활교육,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장애인평생교육

특수대학원 특별과정
죽전캠퍼스
최고경영자자산관리과정(경영대학원)

보건행정학과 : 보건행정

문화예술대학원경영자과정(문화예술대학원)

가족상담학과 : 가족상담

인·허가법률전문가과정(행정법무대학원)

법무계열

정책경영대학원(천안)

노동법학과 : 노동법

행정학과 : 행정학, 경찰행정

천안캠퍼스

융합보안학과 : 과학수사, 융합보안, 소방안전정책

경영학과 : 경영학, 무역학, 회계세무, 경영정보

최고경영자과정(정책경영대학원)

부동산법학과 : 부동산법

문화예술학과 : 문화예술
특수법무학과 : 특수법무
자산관리학과 : 부동산자산관리, 금융자산관리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

66

Dankook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67

단국대학교
병원

▲ 2018년 초에 착공 예정인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가칭)의 조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암전문 치료 및 국제수준의 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평 3만560㎡로서 250병상과 최첨단의 진료장비를 갖추고 오는 2020년 중에 문을 연다.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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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의 대학병원
첨단장비 갖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중부권 최초 JCI인증 획득
권역외상센터 개소 및 닥터헬기 운항 개시

수준 높은 의학교육, 연구와 진료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보건 향상에 이

단국대학교병원은 중부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의료기관

바지하고자 1994년 개원했다. 3백여 명의 교수와 전공의, 5백여 명의 간

평가위원회로부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JCI인증을 획

호사, 6백여 명의 검사요원 및 행정직원 등 1천4백여 명의 교직원이 첨

득했다.

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백여 병상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대학

‘JCI인증’은 전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1,200가지의 항목을 평가해

병원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5개

국제 표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인하는 인증제도로, 이를

진료과와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통해 단국대학교병원은 국제수준의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

특히 한 번의 검사로 암의 조기발견이 가능한 PET-CT(양전자방출단층

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중증외상환자의 빠른 처치와 치

촬영)와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장비인 래피드아크(RapidArc), 디지털 심

료가 가능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춘 권역외상센터의 개소와 함께 닥

장혈관조영기, HD MRI, 64채널 CT 등의 첨단장비와 함께 내원객에게

터헬기 운항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의 외상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상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

☎ 1588-0063

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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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국내 최초의 차세대 통합솔루션 개발
첨단시스템 구축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1984년 개원하여 국내 최초의 차세대 통합솔루션 개발, Full-PACS,
영상 EMR, MDCT, CBCT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한 중부권역 최고의
치과대학병원이다. 치과보존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통합
진료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1개의 전문진료과와 임플란트센터, 장애
인구강진료센터, 스케일링센터 등 3개의 특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종합진료실, 중앙기공실, 약제과, 임상병리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130여 명의 전문의료진과 80여 명의 진료지원인력과의 유기적
인 연계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041-550-0114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세분화된 치과진료 전문과목
최고의 시설을 바탕으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2010년 지역사회 구강보건 서비스 증진을 위해 죽전캠퍼스 내(용인
시)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을 개원했다. 치과보존과, 구강악안면
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경기장애인구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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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센터, 마취통증의학과가 개설되어있으며, 전문클리닉으로 양악수
술클리닉, 임플란트클리닉, 턱관절클리닉, 소아무통클리닉, 교정클리
닉 등이 있다. 최상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턱, 얼굴 영
역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3차원 치과용 CT, 컴퓨터로 심미보철물의
제작이 가능한 CAD/CAM장비, 근관치료용 미세현미경, 전신마취
장비, 장애인전용 CT 등의 장비를 갖추고 총 70여명의 의료진이 인
술을 펼치고 있다.
☎ 031-8005-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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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관

부설교육
기관

On-Campus Organization

On-Campus
Educational Organization

퇴계기념
중앙도서관
[죽전]

석주선기념
박물관
[죽전]

2,591석의 열람좌석과 대학원열람실 및 그룹스
터디룸(14실)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04
만여 권의 장서와 국·내외 학술지 1,100여 종,
29,000여 종의 전자저널, 38종의 학술DB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자료실에는 DVD,
CD, Video·Audio Tape 등 약 22,150여 점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web기
반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구현함으로써 온라인
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부

고고미술분야(45,654점)와 국내 최대 규모급
의 민속복식학 분야(10,985점)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사업> 및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학진료소

[천안]

[죽전]

단국미디어센터
[죽전]

인재개발원
[죽전]

출판기획 및 간행업무를 담당한다. 교수 저작
물, 강의도서, 교양도서, 부속기관 및 부설연
구기관의 학술지를 출판한다.

[천안]

[죽전, 천안]

직장예비군연대

사항 청취 및 분쟁을 조정한다.

양성평등상담소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더
불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생활관

[죽전]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2014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되어 글로벌 창업을 선도하는 기업
가적 창업대학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한다.

공동기기센터
[죽전, 천안]

율곡기념도서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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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 석의 열람석을 갖추었고 의과대학에
의학도서실과 치과대학에 치학도서실을 운영
하고 있다. 자료는 현재 86만여 권을 소장하
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 700여 종을 비치하
고 있다. 또한 1만여 종의 전자저널 및 10여 종
의 학술 DB를 구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
정보자료실에서는 DVD, CD-ROM, Audio
tape 등 1만여 종의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죽전, 천안]

춘천수련원

[천안]

각을 갖춘 문예창작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명과학기술
연구원

천안캠퍼스 특성화 분야인 BT관련 연구인력
과 시설을 집결시켜 국제수준의 선도 과학자
군을 양성한다.

[죽전]

[죽전, 천안]

성인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장, 세미나실, 열람실, 휴
게실, 세탁실, 매점 등을 갖추어 사생들의 생
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첨단 고가의 공동연구기기에 대한 효율적 사
용과 관리를 담당한다.

교책중점
연구기관

체육수업 및 각종 구기대회, 체조, 무용 등의
실기발표회와 재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
공간으로 활용한다.

!

School policy Oriented
Research Institutes

정보문화기술
연구원
[죽전]

체육관

국제문예창작센터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국제적 감

군복무를 마친 재학생의 예비군과 관련한 모
든 업무를 담당한다.

[죽전, 천안]

[죽전, 천안]

중등과정 교사의 교육 연수를 담당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응급처치 및 보건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생활상담센터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애로

[죽전, 천안]

창업지원단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산업 현
장 인력을 배출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단대신문사, The Dankook Herald, D.K.B.S
(교육방송) 등 학내 미디어를 통합·운영한다.
자기주도적이고 역동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지닌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고시반아카데미와 단국인재아카데미를 운영
한다.

사범대학부설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바이오융합기술
아카데미

[죽전, 천안]

출판부

럭비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태권도부, 수
영부, 씨름부, 스키부, 빙상부, 조정부 총 10개
의 운동부를 두고 있으며 우수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동양학연구원
[죽전]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콘텐츠 분
야의 융합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설립됐다.

[천안]

동양학 및 한자문화권의 다양한 연구과제와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출범했다. 한한대
사전을 편찬하고 CT분야의 콘텐츠 제공을 위
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교직원 및 행정부서 단위의 연수장소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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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연구소
On-Campus
Research Institutions

건축·도시기술
연구소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공학기술, 도시계획 및
설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 학문연구와 실제
프로젝트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
인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 정책문제
연구, 정책분석 등 현대 사회과학이 지니는 다
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
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산업연구소
나노센서바이오텍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해 첨단 나노기술 및 분
자생물학 기법을 연계하여 질환인자 규명을
연구소
통한 기전연구, 나노측정법 개발을 통한 조기
진단 및 나노분자 수준에서의 치료법을 개발
하고 있다.

한국전통도예
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
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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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도자와 현대도자를 연구함으로써
도자기의 산업화와 생활도예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2008년 ‘청자의 기술 개발
및 명품화를 위한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주제
로 지식경제부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연구과
제를 수주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수·보강기술,
리모델링 설계분야의 기초학문 연구와 응용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
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지정연구
실로 선정되었다.
멀티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연구개발
공조체제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의 이론과 실제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법학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화, 정보
화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법학 교육의 창달
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세워진 분쟁해결 전문연구소이
다. 국내, 국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태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대한 학제적 연구
와 통합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분쟁해결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 12월 2단계 학술진흥재단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
연구소

콘텐츠&컨버전스
기술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유통 분야의
CT핵심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
여 세계적인 기술발전 동향 및 산업체의 수요
예측을 토대로 콘텐츠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넬슨만델라
평화사상연구소

단국대학교가 추구하는 ‘세계평화’ 핵심연구
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문·사회·과학·의학·문화 분야에
서 새로운 평화 이념을 창출해 국가·사회·기
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평화모델과
수요를 개발한다.

산업 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시행하며 진
단, 지도, 원가분석, 물가조사, 계약금액조정,
토지개발비 산정 등 외부로부터 위탁된 각종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과학기술
연구소

글로벌비즈니스
지식연구소

연구분야는 건축공학, 토목 및 환경공학, 전
기, 전자, 컴퓨터공학, 섬유/고분자공학, 산업
공학 등 공학 전 분야에 걸쳐있으며 산업기술
전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조사,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명
화학공학, 신소재, 신공정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미래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의 경제 및 무역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원의 해외연수 및 외국학자의 초청을 통
한 학술교류의 촉진하며 무역 관련 분야의 업
계, 관계, 학계와의 협동증진 및 공동연구사업
을 추진한다.

보호복연구소

통합과학교육
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에 관한 기초 이론, 교육과정, 교
수-학습자료 등을 연구 개발하고 통합과학교
육에 관한 현장 교사 컨설팅 및 연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日
本學硏究(일본학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보호복 및 보호장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이에 따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
호복 및 보호장구 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석한국영토
연구소

융합디자인
연구소

공산품의 시험ㆍ인증연구, 품질검사 및 산업체
기술지도 등을 수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
상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도모하여 석유화
학, 고분자화학, 기계공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우리나
라의 영토범위와 경계 등에 관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21세기 가치 중심의 디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적인 조사방법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방
법론을 바탕으로 감성적 가치와 혁신성을 융
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모티브와 효과
적인 기업 마케팅을 지원하는 디자인 인사이
트를 연구한다.

단국글로벌
영상콘텐츠
연구소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기술(CG, VFX, 3D,
interactive Cinema,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영
상과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 미
디어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글로
벌영상콘텐츠 포럼을 구성해 미국 기업 및 대
학, 연구소와 함께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수
행한다.

한중관계
연구소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동향을 총론, 정치,
경제, 학술의 네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중관계의 현재를 규명하고, 세계
대국을 향한 중국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단국넥시아나노
암연구소

전통적 어혈에 대한 과학적 근거확보 연구 및
혈액에 대한 각 질환별 비교 연구를 수행한
다. 식품 소재 및 한약재를 통한 혈액의 비교
연구를 실시한다.

창의인재개발
연구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
심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
성하는 기업교육 전문가, 즉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정책과학연구소

지역사회의 복지정책,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방안 등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남북경제
협력 등 민족적 화해를 이끌어낼 정책과제 방
향제시를 도모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도시·부동산
연구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정책과 지
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과학
적인 대책을 수립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심리와 교육문제를 연
구하고 이를 보급하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발표
회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특수교육도서의 개
발, 특수아동의 심리와 교육연구, 특수교육 상
담 및 판별검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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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AN

부설
연구소
On-Campus
Research Institutions

기초과학연구소

자연계의 기초과학분야 및 응용과학계의 기
초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연과학 및 자
연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기술연구소

정보기술분야 신기술 연구 및 개발과 정보기
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연구
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생물자원환경
연구소

첨단생명공학 연구와 생물자원 사업개발 및
이용기술을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보존적
인 생물 산업 발전에 대한 중점적 연구를 수
행한다.

치의학연구소

치의학의 연구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하여 기
초치의학연구, 치과기자재 연구개발, 임상치과
학의 연구개발, 지역치과의를 대상으로 한 보
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신소재 탐색 및 응용제품의 핵심기술연구, 산
업체와의 산학공동 연구개발, 기초연구분야
참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신
소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주력 하
고 있다.

지역연구소

신소재기술
연구소

아시아·아메리카
문제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한국과 동아시아 및 아랍권,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 문화, 역사와 공동관심사에 관한 연구
를 도모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활발한 개
최를 통해 중남미 지역 전문가들의 공동연구
와 인적 교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화를 주도하고, 임상응용을 위한 첨단 레이
저 치료법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충남지역
산·학·관·연 공동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신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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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생공학
연구소

유기농업의 과학적 기술개발과 한국유기농업
의 체계화, 국제화를 통하여 유기농업 진흥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산학연구 개발을 통한 실
용화를 꾀하고 있다.

2001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
의학레이저·
의료기기연구센터 로 선정되었으며 첨단 의료레이저 장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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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
연구소

국제농업협력
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세계수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임상의약학 관련 분야의 수준을 높이고,
타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약학발전, 국민보건향상 및 국가경제발전
에 이바지한다.

북방문화연구소

종합임상시험
연구원

약학대학의 신설로 종합임상시험원의 지원을
받는 약학연구원 소속의 약초원, 천연물신약
연구센터, 약품분석센터, 제형개발연구센터,
전임상시험센터 등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의약
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생동시험센터,
약물감시센터 등과 함께 충청지역의 의약 바
이오산업의 제약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며 의
약바이오산업의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 과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이론적

협동문화와 협동 경제를 연구하여, [자연과 인
간의 조화],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함께 사
는 문화], [함께 사는 경제의 실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용화하여 21세기
문화기술 분야의 이해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의·치, 생명, 공학의 융합분야로 재생의학 및
조직공학을 국내에 실현하기 위해 의대와 치
대 및 부속병원, 첨단과학, 생명과학, 생명자
원등 생명공학 인력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천
안캠퍼스에 설립되어 미진한 재생의학 분야를
선점하고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고자 한다.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국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가농업유전자원 관리
기관, GMO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되
어 국립연구소와 타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몽골에 관련된 제반 연구·사업을 통하여 대
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한국과 몽골
간의 교류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용례를 수록한 『몽골어대사전』의 편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사업인 『동북아유목문화대사전』
의 편찬사업을 5년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인문학의 학문적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이
론과 실제를 융합함으로써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고 인류 상호 간의 이해와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북방지역의 문화를 연구하여 북방문화를 이
해하고 한국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
화를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문명권을 형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의 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개발과
창조적 정신을 융합시켜 스포츠 과학에서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GCC국가연구소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인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
트 등 6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역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
을 모색한다.

MEDI-Sports
연구소

스포츠과학 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과
창의적 연구 시스템 구축, 스포츠과학 발전
및 국민체력관리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 국내 외 관련학과 및 산업체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류확대를 주도
할 수 있는 최첨단 융복합 센터이다.

의공학중개연구소 의공학에 근거한 융복합 학술사업을 진행하며
국내외 의공학자료의 수집,연구를 통해 학술
교류 및 학문의 대중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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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연구센터

창조다산
링크사업단

National Support
Research Center

Link

광에너지소재
연구센터
[죽전]

미래인터넷융합
정책연구센터
[죽전]

유기광전자기능
소재연구센터
[죽전]

지능형사물융합
SW연구센터
[죽전]

2008년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로 선
정되어 향후 12년간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형 태양전지 및 조
명소자에 필요한 광에너지 소재의 개발 및 이
의 복합화를 통한 소자응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웨어러블
씽킹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인력 양성프로그
램으로 미래인터넷 기반 요소기술과 ICT융합
연구와 비즈니스 전략연구를 수행한다. 국가
적인 미래인터넷 정책 수립 지원 및 관련 지
원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
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용적인 연구결과
를 창출하고 있다.

[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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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디자인센터

초고층빌딩
글로벌R&D센터

BK21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유기광전자 기능소재 개발, 유기광전자 기능
소재의 실용화 및 상업화 기술개발, 관련 분
야 전문연구인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죽전]

BK21 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능형 사물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용
화, 상업화 기술개발, 관련 분야 전문 연구 인
력 양성, 지역기업 핵심 R&D 지원 및 인적 교
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융합센터

지식재산교육센터 글로벌 지식재산학과는 다양한 장학지원을
[죽전]

[죽전]

제공하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 실무
능력을 갖추며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보호
와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한다.

[죽전]

기업수요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웨어러블 SW
기술과 웨어러블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연구내용을 진행한다.

레이저를 이용한 암진단기술, 첨단광의료 기
한국베크만광
의료기기연구센터 기에 대한 원천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며 생산기술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공동 수
행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제조 엔지니어링 기획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산업분야별 신사업·제품 기획 컨설팅)을 수행
한다.

나노바이오재생
의과학글로벌
연구센터

기업지원형 초고층빌딩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과 진동제어장치기술, 자
동화 기반 고속시공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또
한 초고층빌딩 글로벌 지원 인프라 구축모델
개발을 통해 초고층빌딩 국제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및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실리콘밸리 중심의 ‘산업기반의 디자인싱킹 모
델’ 스탠포드대 및 ‘사회혁신 기반의 디자인싱
킹 모델’ 동경대와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각
대학의 장점과 노하우를 융합하여 ‘한국형 디
자인싱킹 모델’을 발굴한다.

유무기융합고차구 유·무기 융복합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
조연성화학소재연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빠른 기술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국제화 능력 및 실
구센터
[죽전]

용성을 갖춘 인재교육을 통한 전문 연구인력
을 양성한다.

[천안]

[천안]

몽골바이오문화
연구센터
[천안]

동물자원과학
글로벌연구센터
[천안]

세계최고의 의광학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베
크만레이저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했다.
줄기세포 제어 및 조직재생 핵심기술을 개발
하고, 바이오–나노소재개발을 통하여 조직
재생에 응용 가능한 생체 친화적 나노재료 및
세포치료, 이종장기 이식 및 조직재생을 위한
동물모델을 개발하여 재활 임상적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BK21 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몽골지역의 바이오 문화유산 관련 분야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몽골 바이오문화유산
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커리큘럼 개
설, 몽골 바이오문화유산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몽골지역 바이오 문화유산 총서
발간, 콘텐츠 기획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의 역
할을 담당한다.
BK21 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생명공학 기술과 동물 생체변화의 융합연구
를 수행한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
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 산업체 맞춤형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동물자원과학 분야
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천연물식의약소재 기능성식품과 천연물식의약 연구개발과 인·
허가 산업화 및 GMO활용 백신을 개발하고
산업화연구센터
[천안]

유용 단백질 생산 및 대량 고순도 정제 등 산
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문교육시스템구축과 산업화 실무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협력 연계사업 및 창업교육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메디바이오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현

[창조창업·창직교육센터]
교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률 상승 및 직무선택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직 시업체 인사담당자의 취업 강의 및 취업 연계 활동 지원을
한다.

[미래창조융합교육센터]
산학협력 친화형 인재양성하여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운영한다.

[창조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와 특성화 분야의 연계된 트랜드와 실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조가족회사지원센터]
지역전략사업 기술추세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창조공동기기센터]
대학내 산재되어 있는 연구 장비의 집적화 및 통합관리에 의한 역량
강화를 통해 교비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중개센터]
현장실습, 창업교육, 기업지원 등의 중요한 산학협력이 각 대학별로
진행되는 단점을 극복하여 지역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 중심적인
산학협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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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주요시설

80

범정관(대학본부)

단국대학교병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로 대학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명칭은 설립자 범
정 장형 선생의 아호에서 유래 되었으며
총장실을 비롯해 입학팀, 학사팀, 총무팀
등 대부분의 대학 행정 부서들이 자리 잡
고 있다.

300여 명의 교수와 전공의와 500여 명의
간호사, 600여 명의 검사요원 및 행정직원
등 1,400여 명의 교직원이 첨단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800여 병상과 닥터헬
기를 갖춘 중부권 최대의 대학병원으로 내
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
강의학과 등 25개 진료과와 응급의료센터,
건장증진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국제관

봉사관

2013년에 개관한 국제관은 지상 6층 규모
의 건물로 대학의 국제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대학, 국제교육센터, 국제
처가 위치하고 있으며 강의실과 회의실,
글로벌라운지, 여행사, 카페 등의 편의 시
설이 있다.

천안캠퍼스 봉사관은 지상10층 규모이고
전국 최초로 세워진 공공기숙사다. 4인 1
실 기준으로 각각 침실과 학습공간을 분
리한 투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숙
사 내에 세탁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편
의점, 무인택배시스템 등의 편의시설을 갖
추고 있다.

예술관

글로컬 산학협력관

A/B/C/D동 4개동으로 구성된 예술관은
예술대학 전공별 강의실과 실습실 등이
위치해 있다. 내외부에 각종 조형물이 전
시되어 있으며, 1층에 재학생들의 작품 전
시를 위한 전시장이 위치해 있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1층에
산학협력단,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가 있고 2층부터 4층에는 학내 벤처기업,
5층에는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과 세미나
실, 도서관, 촬영스튜디오 및 녹음실 등의
시설이 있다. 6층에는 범은장학재단과 각
종 회의실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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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가이드
41
38

13

29

29

24

27

28

14
16
12
23

28

8

40

11
17

15

17
34
4

31

5

18

16

9

26
22

19

7

27

4
20

10

21

25

21

39

11

36

22

3

20

13

26

3

19

23

12

24
15

9

6

18
8

10

14

30

2
6

7
5

33

32

35

2

25
37

30
1

31

1

죽전
캠퍼스

1
2

정문 및 상징탑
범정관(대학본부)

15
16

대운동장
난파음악관

29
30

웅비홀(생활관)
들샘길(인공수로)

퇴계기념중앙도서관
4 혜당관(학생회관)

평화의 광장
18 사회과학관

테니스장
32 설립자상(범정 장형 선생)

소프트웨어 ICT관
6 미디어센터
7 사범관

제1공학관
20 제2공학관
21 제3공학관

설립자상(혜당 조희재 여사)
34 곰상
35 복지관

상경관
9 인문관

노천마당(풋살경기장)
23 석주선기념박물관

36

3

5

8

10 	법학관

폭포공원
미술관
13 학군단
14 체육관

17

19

22

24

11

25

12

26
27
28

연민기념관
파워플랜트
주차빌딩
종합실험동
집현재(생활관)

31

33

건축대학 실험동
37 글로컬 산학협력관

무용관
39 대학원동
40 국제관
41 진리관(행복기숙사)
38

천안
캠퍼스

1

진입로

12

대운동장

23

보건간호관

2

산학협력관

13

시계탑공원

24

치의학관·치과대학병원

3

단우홀(생활관)

14

곰상

25

약학관

4

봉사관(행복기숙사)

15

야외공연장

26

테니스장

5

학사재(생활관)

16

자연과학1관

27

의학관

6

체육관

17

자연과학2관

28

단국대학교병원

7

율곡기념도서관

18

공학관

29

창업보육센터

8

인문과학관(대학본부)

19

설립자상(혜당 조희재 여사)

30

주차장

9

설립자상(범정 장형 선생)

20

학생회관

31

천호지

10

예술관A·B·C·D동

21

생명자원과학관

11

사회과학관

22

실험연구동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Jukjeon Campus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16890, Korea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Cheonan Campus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116,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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