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는 능동 혁신 헌신의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행정학Ⅰ, 행정학Ⅱ, 정치학, 정책학, 행정법, 사회학 

2학년 조직행태론, 인사정책론, 국제행정론, 조사방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통계분석
론, 도시및지방정책론

3학년 정책사례연구, 성인지정책론, 전자정부론, 경제학, 캡스톤디자인1, 복지정책론, 공공리
더십, 비교정책론, 정책분석평가론, 캡스톤디자인2

4학년 정부회계학, 공기업론, 국제협력과NGO, 정책수단론, 국제지역학, 지방재정론, 협상론, 
조직혁신론

학과소개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
다. 특히 정부와 다양한 공공조직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공공정책학과의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행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공공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전자정부, 국제행정 및 복지정책 등의 다양
한 정책 분야가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과목 외에도 법률, 정치, 경제,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반 그리고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캡스톤 디자인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 등), NGO센터, 국제기구
(UN, WHO, ILO), 대학원(석,박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주간] 1979년 / [야간] 1999년

재학생수 [주간] 남 : 99명 여 : 123명 / [야간] 남 : 88명 여 : 100명

전임교원 수 7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일반사회 과목
- 이수 가능인원 : 약 3명(입학정원의 5%)

공공정책학과[주·야]
DEPARTMENT OF PUBLIC POLICY
홈페이지: [주간] http://www.dankook.ac.kr/web/kor/-262 

[야간] http://www.dankook.ac.kr/web/kor/-263
전화번호: [주간] 041-550-3310  [야간] 041-550-3341

http://www.dankook.ac.kr/web/kor/-262
http://www.dankook.ac.kr/web/kor/-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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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
•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 민간기업
• 시민사회단체
• 국제기구
• 대학원 진학

자랑스런 동문

- 이용우(1985년 졸업) 전 부여군수
- 서병규(1988년 졸업) 전 부산해양항만청 청장
- 김인성(09학번) 신협
- 윤성영(10학번) 농협
- 강홍준(10학번) 서울시
- 양희석(11학번) 소방공무원
- 최단비(12학번) 5급 사무관(행정고시 62회 합격)
- 김선경(12학번) 신협
- 윤태윤(12학번) 사회복지직 공무원
- 박지현(12학번) 국민건강보험공단
- 홍현기(13학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님 한 말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과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학생들을 끝까
지 책임지고자 합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선배님 한 말씀!!
공공정책학과는 선후배 및 학과 졸업생 동문 간 관계가 돈독하며,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것
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즐거운 대학 생활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추천도서

-새 행정학 2.0 / 이종수 윤영진 외
-정책학원론 / 정정길, 이시원
-정책학 콘서트 / 권기헌
-한국의 거버넌스 / 박재창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 김태일
-행정개혁론 / 오석홍
-현대인사행정의 이해 / 이영애

노둣돌 일반 사기업 취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자소서 면접역량 강화 동아리
별빛다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 동아리
공취단 공공기관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정보공유와 스터디활동 동아리
영토 영화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토론문화를 이끌어 가는 동아리

볼볼관리 학우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동아리
드림드림 취업 활동 및 스포츠 활동 동아리

행정사 / 행정안전부, 사회조사분석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
터활용능력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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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함을 바탕으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사회문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역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학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학
교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와 문
화다양성

3학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청소년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
발과평가,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캡스톤디자
인1·2

4학년 여성복지론, 사례관리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취창업전공세미나

학과소개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
지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사
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하
여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사회봉사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준비된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인간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실천 역량을 열정적으로 배우
고자 하는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 ○ ○
학과 

설립연도 2008년

재학생수 남 : 89명
여 : 174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X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web/kor/-264
전화번호: 041-55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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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자랑스런 동문

고미진(12학번) 국민연금공단
전승철(12학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하린(13학번)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실
김태우(14학번) 밀알복지재단
최보경(15학번) 굿네이버스
김나영(16학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수님 한 말씀!!

인간은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적인 
조건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
복 증진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길러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함께 
배우며 나아갈 친구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추천도서
에콜로지카 / 앙드레 고르스 / 갈라파고스
한국다문화주의 비판 / 김희강 외 / 앨피
돌봄민주주의 / 조안 C. 토론토 / 아포리아

모의면접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전문가를 모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도 및 사회복지현장 
실전 모의면접을 진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심화과목 특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대비하여 사회복지학 필수 교과목 심화학습을 통한 사
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지식 및 기술 적용 능력을 함양

두드림(동아리) 아동, 청소년 및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모임

사회복지사 1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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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장교와 국방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해병대군사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군사학개론, 사회학개론, 해병대역사와문화, 군사사상, 동계산악훈련, 법학개론, 병영체험

2학년 군사전략론, 해양훈련, 군대윤리, 군사사, 무도, 북한학, 군사영어1, 전쟁론, 군사과학기술, 
군사심리학, 사이버작전/보안, 전쟁사

3학년 국방정책론, 군사영어2, 군사학방법론, 대테러전, 무기체계론, 위기관리론, 리더십,
국방조직론, 군사협상론, 전장리더십훈련, 전장원리론

4학년 국방경영/경제, 국제관계론, 상륙작전개론, 국가안전보장론, 전쟁법/군법

학과소개

해병대군사학과는 중견 고급장교와 국가기관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다전공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과 요구 필수 학점과 개인의 적성에 부합하는 
타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면 군사학 학사와 병행하여 타 전공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합니
다.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군과 사회의 기간이 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구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해병대가 요구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혜안을 갖춘 장교가 되고자 하
는 용기, 체력,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진 학생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3년

재학생수 남 : 116 명
여 : 4 명

전임교원 수 3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해병대군사학과
DEPARTMENT OF MARINE CORPS MILITARY STUDIE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rokmcms
전화번호: 041-55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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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직업군인 / 군사 및 안보분야 전문가, 공공 및 일반기업체 등

자랑스런 동문 해병대군사학과 1~5기생 해병대 장교 임관(’17~’21년)

교수님 한 말씀!!

현시대 군사력은 단순히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넘어, 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타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 등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제4차 산업시대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에 더욱 빛날 안보전문가 영역에 도전하십시오.

선배님 한 말씀!! 자율의식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추천도서

군인과 국가(Samuel P. Huntington 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 글루 저, 최완규 역, 시공사).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덜 저, 김명철 역, 와이즈베리).
국제분쟁의 이해(조지프나이 저, 양준희·이종삼 옮김, 한울)

특성화 활동 - 학년별 연 1회 안보교육/활동 참가, 해외군사·문화탐방(4학년),
  국외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기회 부여

자치활동 - 학생자치활동 기구 조직/운영
- 생활관 입사, 아침점호(체력단련)

학술제 - 연 1회

동아리

- 예도단 : 학과 내 행사 지원
- TOP(Toeic Overcome Party) : 토익동아리
- 더 리더스 : 독서동아리
- 물만난 물고기 : 댄스동아리
- 몬스터즈 : 헬스동아리
- 미니언즈 : 맨손 운동 동아리
- 10 minutes : 아침점호 후 ‘10분만 더!’라는 슬로건의 체력단련동아리
- 하모예 : 축구동아리
- 개발족발 : 족구동아리
- 맛동산 : 맛있는 음식 먹고, 동기 선·후배들과 산 타는 동아리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관련 증서
태권도 단증



공공·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경제학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경제학원론1, 경제학원론2, 환경과 경제, 식품과경제, 지역과경제, 통계학이해

2학년 미시경제학, 유통경제학, 거시경제학, 마케팅조사분석, 경제사, 협동조합론, 환경산업과
창업, 지역발전론, 환경경영론

3학년 환경경제학, 유통관리론, 환경영향평가, 지역산업론, 계량경제학, 환경과국제무역, 지속
가능발전론, 식품가격위험분석, 캡스톤디자인,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4학년 그린마케팅, 전과정평가, 커뮤니티발전론, 식품안전경제학, 농업경제학, 환경정책, 지역
정책, 국내외인턴십1, 국내외인턴십2,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학과소개

환경자원경제학과는 경제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응용과정인 환경산업경제학, 식품경제
학, 지역개발학 등의 고급응용학문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특히 21C 최대 이슈인 환
경문제와 지역개발 그리고 식품자원 부족 및 식품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경제학적·정
책적 접근 및 해결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론학습과 견학, 토론을 통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 환경문제의 실용화를 위한 예측·통계부문의 지식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 사회학, 환경학, 지역학 등 여
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을 습득하는 한편 각종 전공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교수, 대학
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는 종합적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 환경과 농촌에 관심이 많은 인재
- 경제학적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1년

재학생수 남 : 166 명
여 : 137 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환경자원경제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홈페이지 : http://cms.dankook.ac.kr/web/ere
전화번호 : 041-550-3610



공공·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경제학·유통학·지역학 관련 직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대학원, 연구소, 금융권.

자랑스런 동문

• 정재만(1986년 졸업) (주)약초보감 대표이사 
• 이상우(1988년 졸업) 청정환경 대표 
• 허영범(1991년 졸업) 유원재단 대표 
• 이민우(2000년 졸업) 휴먼 앤 시스

교수님 한 말씀!!

최근 환경과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식품 등에 관
련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을 기
반으로한 환경자원경제학과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
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환경자원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과목을 기반으로 응용된 학문을 배울 수 있으
며 교육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할 물건이야기/애니 레너드/2011/김영사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샌덜/2014/와이즈베리
-나쁜사마리아인들/장하준/2014/부키
-공유의 비극을 넘어/엘리너 오스트롬/2010/알에이치코리아

동아리 ‘멧두리’ - ‘산맥’을 뜻하는 우리말로 선후배간의 친목 동아리

동아리 ‘ENVI’ - ‘Environment(환경)’의 줄임말로 다양한 환경문제와 현황을 주제로 하는 
토론 동아리

동아리 ‘온새미로’ -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를 뜻하는 우리말로 자유로운 주제를 갖고 토론하
는 모임

동아리 ‘그린오션’ - 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블루오션 전략의 Ocean을 뜻하며 도서, 자료조
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열린 세미나 모임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        은 보건의료정보관리프로그램 내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과목입니다. 

1학년 노비타스, 공중보건학, 병원경영학, 국제보건의이해, 의학용어1, 해부생리학, 병리학

2학년
보건행정학, 병원회계학, 건강보험론, 보건의료조직관리, 보건의료연구조사방법론, 병원
재무관리, 의학용어2,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의이해, 질병및의료행위분류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3학년

의료의질관리, 보건의료통계학, 국제보건모니터링과성과평가, 의료공급사슬망관리, 보
건경제학, 병원전략기획, 의료정보기술,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암등록, 원무관리, 헬스
케어캡스톤디자인1, 헬스케어캡스톤디자인2, 건강보험실무,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취창
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4학년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의무기록전사, 현장실습, 건강정보보호, 병원서비스마케팅, 의
료관계법규

학과소개

보건행정학은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관리를 
다루는 종합적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보건행정, 병원
경영,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의 이론 및 실무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며, 크게는 국가 전체의 의료제도 관리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관리와 개인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
서 보건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보건정책 및 행정, 병원경영, 보건의료정보관리의 
세가지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행정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면허,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의료관련 다
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이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분야의 행정 및 정보
관리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상호협력하여 구성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4년

재학생수 남 : 47 명   여 : 151 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개설 여부: X 

보건행정학과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healthadmin
전화번호: 041-550-1470



공공·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상급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 종합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병원경영 
전문가로 꿈을 키우면서 병원기획, 병원재무, 병원원무, 병원구매, 병원총무, 병원
인사 분야 등의 다양한 병원행정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상급 및 종합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팀(의료정보팀) 및 보험심사팀의 보건의료정
보관리사로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선진화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원, 국립중앙
의료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
원 등에서 국민건강 모니터링, 환자분류 및 국가질병통계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건직 공무원과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공무원 등의 기회
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분야 관
련 공기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직종에 대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랑스런 동문

박세륜(14학번) 단국대학교 석사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의료정보팀
장성경(15학번)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운영본부
이하은(15학번) UMD Urgent Medical Care
방수희(16학번) 2019년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정보팀
전연실(16학번)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원
박세은(16학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박소희(16학번) 2020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강보라(16학번) 2020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윤채연(17학번) 2020년 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이수빈(17학번)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진료협력센터

PASS(패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과 동아리

곰비임비 병원실습 및 의료기관 대상 봉사활동을 위한 학과 봉사동아리 

의료경영연구회 전공과 관련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한 전공 학술동아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건복지부
병원행정사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건강보험사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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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보건행정학을 공부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개인적 소질이나 적성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과 더불어 봉사심, 협동심, 리더십 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데이터 이해 능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문제해결 및 효율적인 대
안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때문에, 학과 내 자치활동 및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과 함께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한 말씀!!

우리 학과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훌륭한 성적을 
내는 학과입니다.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학생들 거의 없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단국대 보건행정학과는 졸업생들 대부분이 전공을 그대로 살려
서 취업하고, 이직해도 보건의료분야 내에서 이직을 해요. 그만큼 전공에 대한 흥
미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OVID-19를 겪으며 느
꼈듯이, 보건의료분야의 성장은 무궁무진합니다. 보건행정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
면 보건의료의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과와 함께 성장해나갈 마음을 갖추었
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

-2030 축의 전환(The future of everything) / 마우로 기옌 / 리더스북
-AI최강의 수업 / 김진형 / 매일경제신문사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텅의 무기가 되는가 / 윤미정 / 클라우드나인
-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규식 / 청년의사
-의료, 4차산업혁명을 만나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모든 것 / 김치원 / 

클라우드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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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과학 전공지식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임상병리사 배출”

❏학과소개 

학과소개

임상병리학과는 진단혈액학, 임상화학, 진단면역학, 임상미생물학, 수혈의학, 진단조직
세포학, 세포유전학 및 분자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정확한 검사결과
를 제공하여 과학적 의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암, 심장질환, 당뇨병, 그 외에 많은 질환을 규명하고 치료
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현대사회에 계속 발달하고 있는 의학과 자연과학 학문의 첨단지식을 접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적성

임상병리사는 인간을 사랑하고 환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직업 윤리관이 필요
합니다. 환자의 질병을 밝히거나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환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강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망라하
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인내심과 적극
성이 요구됩니다. 임상병리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교류가 가능하고 생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창의력과 진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장점
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O O O O O
학과 

설립연도 2013년

재학생수 남 : 33명
여 : 135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X

임상병리학과
DEPARTMENT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biomedical
전화번호: 041-55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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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일반기업 - 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특수검사실) / 연구소
공공기관 – 보건직공무원 (국립식품의약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소)
비영리 부분 – 대한적십자사 
기타 – 대학원 진학 (의생명과학분야, 의학전문대학원 등)  

자랑스런 동문

윤승은/14학번/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병리과
이승아/14학번/단국대학교병원 
이윤선/14학번/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이지영/14학번/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건강증진센터 
허윤아/14학번/SCL서울의과학연구소 인체유래물 은행
김민지/15학번/국민연금공단 
김한비/16학번/녹십자 의료재단 미생물파트
권예린/16학번/메디포스트(주) 메디포스트 검사불출팀
양유희/16학번/아주대학교병원 심전도검사실

1학년 일반생물학1, 일반생물학실험1.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의학용어, 일반생물학2, 일반
생물학실험2, 임상병리학개론, 유기화학

2학년 공중보건학, 인체해부학, 생화학, 미생물학, 생리학, 조직학, 혈액학, 면역학, 임상미생
물학1, 임상미생물학실험1, 분자유전학

3학년

임상화학1, 임상화학실험1, 병리학, 면역혈청학, 면역혈청학실험, 임상혈액학, 임상혈액
학실험, 진단조직검사학, 진단조직검사학실험, 분자세포생물학, 임상화학2, 임상화학실
험2, 임상미생물학2, 임상미생물학실험2, 요화학 및 체액검사, 수혈검사학, 수혈검사학
실험  

4학년
임상분자생물학, 임상분자생물학실험, 바이러스학, 보건의료법규, 진단세포학, 임상생리
학1, 임상생리학실험1, 핵의학검사학개론, 진균학, 기생충학, 임상기기학, 임상생리학2, 
임상생리학실험2, 임상정도관리학, 임상병리학실습

동아리 그린나래 - 학과봉사동아리

특별프로그램

1. 임상병리학과 학술제 –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술제 개최
2.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 – 국가고시를 위한 전공심화 강의 실시
3. 관련 기관 견학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임상병리 관련 기관 견학
4. 각종 학회 참가 – 임상검사의학회, 진단검사학회, 임상혈액학회, 조직검사학회, 

임상미생물학회 등

1. 임상병리사 면허증 / 보건복지부
2. ASCPi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Interestional) 자격증 / ASCP Board of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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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2013년 신설된 이후로 학과 교수님들의 헌신적
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인류애를 바탕으로 국민의 보건환경 증진에 기여하
며,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
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국가고시 합
격률 100%, 취업률 100%”를 목표로 국내 최고의 임상병리학과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생명과학분야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많은 도움
이 될 거 같아요. 실습 중에 채혈을 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고 지원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추천도서

1. 내 몸안의 과학 / 예병일 / 효형출판
2. 고대 DNA 이야기 / 애너 마이어 / 좋은생각
3. 질병의 역사 /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 / 가람기획
4. 백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 팀 오시 / 여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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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일반물리학 및 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 물리치료학개론, 인체해부학, 의학용어,
재활심리학, 인체생리학

2학년 일반생물학 및 실험, 임상운동학, 병리학, 신경과학, 정형외과학, 운동생리학, 임상신경
학, 물리치료진단및평가 및 실습, 운동치료학 및 실습, 물리적인자치료학 및 실습

3학년
신경계중재학 및 실습, 근골격계중재학 및 실습, 소아물리치료학 및 실습, 스포츠물리
치료학 및 실습, 심호흡계물리치료학 및 실습, 노인물리치료학 및 실습, 통계학 및 실
습, 영상진단학, 피부계물리치료학, 운동조절, 재활의학

4학년 임상실습(Ⅰ~Ⅴ), 의료법규및행정, 장애아동의이해, 임상적의사결정, 치료적마사지 및 
실습, 공중보건학

학과소개

물리치료학과는 각종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운동치료나 물리적인 요소들(물, 광선, 전기, 열 등)을 
이용한 치료를 수행하는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는 물리치료학과뿐 아니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과 의
치대부속병원이 모두 같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의약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
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적성

물리치료사는 인간을 사랑하고 환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직업 윤리관이 필요합
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료를 수행하고 환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
므로 강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
교성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망라하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꾸준히 수행해나가는 인내심과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학과 

설립연도 2013년

재학생수 남 : 64 명
여 : 115 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물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dkupt
전화번호: 041-550-1460



공공ㆍ보건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병ㆍ의원, 종합병원, 국립병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 대학원, 연구소, 보건직 
공무원, 스포츠구단, 산업체 건강관리실, 의료기기업체 취ㆍ창업

자랑스런 동문

안혜인(2017년 졸업) 강북삼성병원 물리치료사
손진서(2017년 졸업) 강북삼성병원 물리치료사
권영현(2017년 졸업) 영남대학교의료원 물리치료사
이정현(2017년 졸업) 국립교통재활병원 물리치료사
김은우(2017년 졸업) 충남대학교의료원 물리치료사
송예은(2018년 졸업) 충남대학교의료원 물리치료사
이하민(2019년 졸업) 단국대학교의료원 물리치료사
이성준(2019년 졸업) 영남대학교의료원 물리치료사
남윤호(2019년 졸업)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물리치료사

교수님 한 말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식집약형 산업인 물리치료학과는 4차 산업혁명
에도 진보하는 전도유망한 학과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단국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다양하고 많은 전공수업을 통하여 물리치료의 여
러 분야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고, 임상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졸업 
전에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 / 이문환 / 책과나무
백년허리 / 정선근 / 사이언스북스
나는 괜찮아요 / 박영현 / 생각나눔
300번의 A매치 / 최주영 / 들녘

특별 
프로그램

병원탐방 – 연 1회 전국유수의 병원을 탐방
명사 초청 특강 – 연 4회 이상 물리치료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 실시
물리치료 체험의 날 실시 – 물리치료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하
여 축제 기간에 실시
학술제 – 매년 9월 학술연구논문 발표회 실시

동아리

AXIS – 물리치료 전공 학문과 관련된 국제 유수의 논문을 공부하여 발표하고 논의하
는 모임
MOVT – 근골격계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토의하며 중재에 대해 실습하고 공부하는 
모임
Jibang’s – 소아물리치료의 이론과 실습을 심도있게 공부하는 모임
손봉손봉 – 정기적으로 요양원에 가서 물리치료 봉사를 하는 모임
홀스토리 – 정기적으로 재활승마 현장에 가서 재활치료 봉사를 하는 모임
APEX – 스포츠물리치료의 이론과 실습을 공부하고 스포츠물리치료 봉사를 하는 모임
Skeleton – 기초 학문인 인체해부학을 스터디 그룹의 형태로 이론을 공부하며 자료
를 공유하는 모임

물리치료사 / 보건복지부, 인간공학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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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구강건강지킴이 치과위생사”

❏학과소개 

❏교육과정

치위생학과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dentalhygiene
전화번호: 041-550-1490

간략한 
학과소개

치위생학과는 진리와 봉사를 바탕으로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지식을 연마하고 논리적 사고와 실용적 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치위생학 분야의 
전문구강보건인력, 보건지도자, 교육 및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단국대 치위생학과는 우수한 교수진과 중부권 최대 규모의 부속 
치과병원에서 치과전문분야별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본교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BT관련 학과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이 세계 수준인 학과입니다. 

필요한 
적성

윤리적 시민의식을 토대로 헌신과 봉사정신을 지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학생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의 융복합적 기본 소양을 토대로 자기주도적 사고를 하는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3년

재학생수 남 : 7명
여 : 162명

전임교원 수 5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1학년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실험, 일반화학, 치위생학개론, 치의학용어, 치아형태학, 치아형
태학실습, 구강조직발생학

2학년
구강해부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생체재료학실습, 치위생학1․2, 치위생학실습1․2, 
공중보건학, 영양생화학, 치과임상학1․2, 치과방사선학, 치과방사선학실습, 구강미생
물학

3학년
구강생리학, 치과임상학3․4,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위생학3․4, 치위생학실습3, 치위
생전임상실습, 노인및장애인치과학, 구강보건교육학, 구강보건교육학실습, 임상치위생
학실습1, 임상실습1, 보건의사소통, 면역학, 캡스톤디자인1․2

4학년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통계학, 지역사회구강보건학실습, 의료관계법규 및 의료윤리, 임
상치위생학실습2․3, 임상실습2․3, 건강보험실무, 치과약리 및 마취학, 치위생연구방
법론, 보건의료 자료분석, 행동치과학, 치위생세미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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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 치과진료 부문 : 치과 병/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산업체내 치과, 구강검진센터  
• 공직구강보건 부문: 보건(지)소, 학교구강보건실, 복지시설 구강보건실 
• 산업체  부문 : 구강위생관련용품 제조/판매회사, 구강보건교육 홍보자료개발연구

소/회사, 치과장비/재료취급회사 등
• 교육/연구 부문 : 교수/교사, 대학원진학, 민간구강보건단체/구강보건연구기관 등
• 국가공공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

리본부, 의무장교/치무병/의무병 등

자랑스런 동문

안태희(2017년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수연(2017년 졸업)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죽전) / 제44회 국가시험 수석
서유정(2017년 졸업)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천안)
장지일(2017년 졸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유정(2017년 졸업) 동경의과치과대학 대학원박사과정
김여주(2018년 졸업)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천안) / 제45회 국가시험 수석
김동아(2020년 졸업) 여주시청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담당자

교수님 한 말씀!!

치과위생사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일차구강보건전문가로서 국민구강건강지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국대 치위생학과에서는 국내 최고의 교육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최고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명문 글로벌 학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한 말씀!!

치위생학과의 자부심은 우수한 국시 성적과 높은 취업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 단국대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이 있고, 졸업생
들이 다수 취업해 있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도서
입속에서 시작하는 미생물 이야기/김혜성/파라북스, 디지털 치과에서의 
CAD/CAM/Josel Schweiger 외, 류정우 외 역/대한나래출판사, 내 안의 우
주 미생물과 공존하는 나는 통생명체이다/김혜성/파라사이언스

예비치과위생
사 선서식

매년 핀수여식을 통해 현장 임상실습 전에 예비 치과위생사들의 첫걸음을 내딛는 다
짐을 하며 숭고한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사

구강의 날 
행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관한 체험 및 교육, 구강보건매체 전시회를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건강행태를 하도록 홍보하는 정기 행사

히기에이아
(Hygiela)

정기적인 학술모임과 연구논문 작성 및 각종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연구에 대한 관
심과 역량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학술동아리 

담소
전국의 명소를 다니면서 창조적 발상을 키우며, 사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
면서 매년 교내 작품전시전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미
를 둔 사진동아리

숨(Breath)
장애인학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정신과 지역공동체의식을 기르고 전공실무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는데 목적
을 둔 봉사동아리

치과위생사/보건복지부, 치과건강보험관리사/대한치과교육개발원, 치과서비스코디네이터/한국종합교
육원, 보건교육사/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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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우는 
미래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보건과학개론, 실험심리학, 심리학개론, 심리통계, 심리학실습, 행동과학

2학년 성격심리학, 지각심리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인지심리학, 
컴퓨터통계분석,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생물심리학

3학년 광고 및 소비자 심리학,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연구방법론, 건강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 성인노인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습, 임상심리학 및 실습, 심리검사 및 실습

4학년 가족상담, 심리학사, 집단상담, 범죄심리학, 진로상담 및 실습

학과소개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과
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합니다. 2013년에 개설된 심리학과에서 시작되어 2017
년 특화된 심리치료학과는 인간의 이해와 삶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리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키며 현대에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 특성에 따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 지식의 실제적 응용능력과 치료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인간의 성격, 사고 ,행동 및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력과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3년도

재학생수 남 : 49 명
여 : 144 명

전임교원 수 4 명

교직개설 개설 여부: X 

심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 PSYCHOTHERAPY
홈페이지: https://www.dankook.ac.kr/web/kor/-580
전화번호: 041-55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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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병원, 정신건강보건센터, 상담복지센터, 국공립/사립 전문 상담센터, 학교 
전문상담교사, 대학교수, 기업의 인사, 마케팅, 연수 및 교육/홍보/컨설팅 
부서, 심리학 관련 국가/민간 연구소, 범죄심리사(교도소,교정기관), 
사회조사분석사, 놀이치료사, 직업상담사

교수님 한 말씀!!
심리학은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는 융합학문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공부
하는 모든 학우가 항상 건강하고 성실하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심리학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나’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는 나아가 가족, 친구, 사
회적 현상의 이해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
과 사회는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새로울 것입니다. 

추천도서 애트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원론/Susan Nolen-Hoeksema/박학사,
마이어스의 심리학 개론/David Myer/ 시그마프레스

FRAME 사진 동아리

EDM 운동 동아리

일반심리사(학국심리학회), 임상심리사2급(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보건복지부), 상담심
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3급(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가2급(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