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지능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실무형 중국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DEPARTMENT OF CHINESE
홈페이지 : http://cms.dankook.ac.kr/web/china
전화번호 : 041-550-3170

1학년 중국어문의이해, 중국어문형연습1∙2, 중국어실습1∙2, 중국어입문, 핵심한자와어휘연
습, 중국의이해

2학년
실용중국어회화, 실용중국어작문, 중국어문법1,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권문화, 테마중국
어회화, 테마중국어작문, 중국어명작중한번역, 중국문학개론, 중국언어문화강독, 중국경
제개관강독

3학년
고급중국어회화작문, IT실무중국어, 중국어문법2, 중국어통역의이론과실제, 중국문명사
와전통문화, 비즈니스중국어, 심화중국어회화작문, 삶과철학중국어강독, 중국문학사특
강, 중국어통번역특강, 중국통상및시사

4학년 중국고전시가, 제자백가선독, 중국언어문자학특강, 중국역사문헌강독, 중국학특강

학과소개

  중국학전공은 1981년 중어중문학과로 신설되어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언어와 문
화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이
를 위하여 우리 학과에서는 중국어 어학 능력은 물론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고 동시에 중국어 분야의 각종 정보 처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합니다.

필요한 
적성

  중국어는 한자, 언어 및 문학, 중국어 교육, 중국어 통역 및 번역, 중국 문화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중
국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중국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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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학과 

설립연도 1981년

재학생수 남 :  70 명
여 : 246 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중등학교 중국어
- 이수 가능인원 : 약 5명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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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 일반기업 : 기업체 중국지사/영업 트레이딩부문, 중국계 투자기업, 항공사,  
      무역회사 해외영업팀, 해운회사 물류운영팀, 중국어 교육기관, 방송사,  
      신문사, 중국어(교재, 콘텐츠) 출판사, 여행사, 기획사, 잡지사, 유학원,  
      글로벌 헤드헌팅사, 국제호텔, 국제회의기획팀, 통번역 업체 등

-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재청, 국제기구, 
      KOTRA 교역지원부서, 외국대사관∙영사관

- 비영리 부문 :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자랑스런 동문

채종훈(1986년 졸업) 대한항공 상무이사, 동북아본부장 
성시훈(1992년 졸업) 배화여대 중국어과 교수 
이윤옥(1993년 졸업) 안산대학 중국어과 교수 
장경아(1997년 졸업) 단국대학교 박사 
박미례(2002년 졸업) 북경 외국어대학 교수 
오지연(2003년 졸업) 중국 절강대학 박사
이유진(2004년 졸업)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박사 
서지연(2004년 졸업) 중국 북경대학 MBA 
김기은(2007년 졸업) 중국 중산대학 박사 
백종이(2008년 졸업) 중국 북경사범대학 박사 
이선희(2009년 졸업) 중국 흑룡강대학 박사 

교수님 한 말씀!!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펼치시길! 
선배님 한 말씀!! 여러분의 시대에는 중국어와 중국이 선택이 아닌 필수죠! 

추천도서

논어 / 공자
노자 / 노자
삼국지연의 / 나관중 
간명한 중국철학사 / 펑유란 지음, 정인재 옮김 / 형설 
중국철학사상사 / 김백현 / 차이나하우스 

HSK(HSK한국사무국), HSKK(HSK한국사무국), TSC(YBM), FLEX 중국어(한국외국어대학교), 
BCT(BCT한국사무국)

천공 원어 합창부와 원어 연극부를 합친 동아리로, 뮤지컬을 공연하며 중국어 표현력과 
구사력을 습득하는 동아리 

화양연화 중국에 대한 역사, 문학, 경제, 사회, 트렌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

전공 튜터링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정을 쌓으며 튜터와 튜티로 한 팀을 이루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한일관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글로벌 리더 양성소”

❏학과소개 

❏교육과정

아시아중동학부 일본학전공
DEPARTMENT OF JAPANESE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japanese
전화번호: 041-550-3190

1학년 초급일본어강독1,2, 일본어실습1,2, 초급일본어회화1,2, 일본어한자, 일본어어휘표현

2학년 중급일본어강독1,2, 중급일본어회화1,2, 초급일본어작문1,2, 일어학개론1,2, 일본학입
문, 일본고중세사

3학년 고급일본어강독1,2, 중급일본어작문1,2, 고급일본어회화1,2, 일문학사1,2, 일본근세근대
사, 한일관계사, 취창업전공세미나1,2

4학년 비즈니스일본어회화1,2, 일어학특강1,2, 일본소설깊이읽기, 일본문학해석과번역, 일본사
특강, 시사일본어, 캡스톤디자인1(일본어), 캡스톤디자인2(일본어)

학과소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어의 구사능력은 물론, 일본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의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일어일문학과로 개설된 본 학과는 실용언어의 읽기·쓰기·듣기·말하기 영
역에 충실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한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관련 교과목, 그리고 
전공과 IT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다변화 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면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등 일본의 전반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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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재학생수 남 : 104 명
여 : 185 명

전임교원 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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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ms.dankook.ac.kr/web/japanese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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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국내 일본계 기업 / 일본 호텔 및 리조트 / 항공사 등 

자랑스런 동문
박영숙(1989년 졸업) 수원과학대 교수 
송병오(1992년 졸업) 일본 도쿠시마문리대 교수 
김종선(1993년 졸업) 한국S&G 대표이사

교수님 한 말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항상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일본에 관련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일본 전문가가 되어 함께 이끌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선배님 한 말씀!!
일본 자매대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십 등 일본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
비된 과입니다. 일본 관련 기업에 취업을 원하거나 일본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과입니다. 

추천도서
침묵/ 엔도 슈사쿠/ 성바오로출판사 
대망/ 시바 료타로/ 동서문화사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범우사

타마미즈 일본어 원어 합창 동아리로 매년 학술제에서 일본어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공연함.

히마와리 일본어 원어 연극 동아리로 매년 학술제에서 일본어로 연극, 주한일본대사관 주최의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얻고있음.

이즈미 학과 학술지 편찬 동아리로 학과 행사을 기록하며 12월 학술지를 제작함.

스터디그룹 일본어 자격증(JLPT, JPT)을 목표로 하여 희망 레벨에 맞추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매
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학술제 일본어과의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로 히마와리, 타마미즈, 이즈미가 꾸미는 합창 및 
연극 무대로 이루어짐.

JPT/(주)와이비엠넷
JLPT/일본국제교류기금
SJPT/(주)와이비엠넷
ITT/국제통번역협회 등
중등교사자격증(일본어)
번역능력인증서(한국번역가협회)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며 ‘신실크로드’의 중계역인 몽골지역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전공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Faculty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Major of Mongolian Studie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mongol
전화번호: 041-550-3230

학과소개

199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몽골학과로 신설된 우리 몽골학과는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이며 '신실크로드'의 중계역
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몽골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몽골지역 전문가
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에 속하는 몽골은 우리와 같은 동북아시아문화권으로서 지역적
으로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광물·천연자
원이 풍부한 몽골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학과는 몽골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특히, 2018년부터 4년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첨단 스마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 강화 등 교육역량 지원을 통한 몽
골어 및 몽골학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몽골학을 선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석학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몽골학 및 
몽골지역학 강의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몽골어회화 및 일상 언어 습득을 병행 실
시하여 철저히 실용성 있는 교육방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국내·외 몽골
학자들을 강의 및 특별강연 등에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w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
w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
w 선구자적인 소명의식을 갖춘 적극적인 학생
w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융복합 능력을 갖춘 학생
w 매사 긍정적이며 열린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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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재학생수 남 : 42 명
여 : 84 명

전임교원 수 7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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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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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 정부기관 및 무역업체, 관광분야
• 고고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문화학.
• 대학원, 연구소

자랑스런 동문
• 최호윤(1997년 졸업) 강서경찰서 
• 박선희(1998년 졸업) 성동경찰서 
• 김창유(2000년 졸업) 현대 중공업

1학년 초급몽골어, 초급몽골어회화및실습, 몽골학입문, 기초몽골어강독

2학년 중급몽골어, 중급몽골어회화및실습, 고전몽골어, 몽골문화의이해, 중급몽골어강독, 유목
민족사, 고전몽골어연습, 

3학년 고급몽골어회화실습, 몽골어통번역, 몽골문학의이해, 몽골사, 몽골정치·외교, 캡스톤디
자인, 몽골어문학스토리텔링, 몽골경제·사회

4학년 몽골지역연구, 비즈니스몽골어, 실무몽골어회화, 취창업전공세미나

푸른소리, 
체첵 

몽골 전통 춤과 노래를 배움으로써 몽골 문화를 이해하며, 노래를 통해 학생들이 즐
겁게 몽골어를 배우고 몽골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몽골비사 몽골학에 열정을 가진 학부생들이 모여, 몽골학 연구에 기반이 되는 몽골비사를 읽
고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몽골학 연구 기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몽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몽골어-한국어로 통역과 번역을 하는 동아리로 통번역을 통해 
학생들과 원어민 교수님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를 갖는 동아리이다. 동아리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이 몽골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몽골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확한 표현을 익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적을 둔다.

교환학생 몽골국립대학교,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중국내몽골대학교, 중국내몽골사범대학교 와 자매
결연.

전공멘토링 선배 멘토가 신입생 멘티들에게 몽골어 기초에 대한 튜터링을 제공하며 선후배간의 유
대감, 신뢰감 형성.

독서클럽 교수와 함께하는 독서클럽을 통해 독서습관형성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교수와 재학생 
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

몽골어 
스피치대회

재학생이 참여하는 몽골어 말하기 대회로 5분 분량의 발표에 대해 문법의 정확성, 유창
성, 어휘력, 발음 등을 심사하여 유학경험 유무로 나누어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6명 시상함. 몽골어 능력 함양 및 말하기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둠.

학술제 매년 특수외국어(중동학과, 몽골학과, 포르투갈 브라질어과)학과가 공통으로 개최하여 
해당언어로 뮤지컬, 연극, 시 낭송 등 다양한 학술 성과물을 공유하는 행사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학과 tip

• 유호상(2001년 졸업) 인천 출입국사무소 
• 임석훈(2004년 졸업) 인천 출입국사무소 
• 박춘관(2008년 졸업) 천안 교정청 
• 박영훈(2009년 졸업) 재몽골 한국대사관 
• 김동건(2011년 졸업) 의정부 교정청
• 김희경(2014년 졸업) 외교부 동북아협력과 –외교부 사무관
• 김의준 (2014년 졸업) 천연화장품브랜드 ‘AFLO’ 창업 -대표
• 백민주(2017년 졸업) KOICA
• 졸업생 4人 NIS국가정보원 

교수님 한 말씀!!

우리나라와 몽골은 1990년 공식 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
한 제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북
아 및 유라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지경학적 위치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몽골지역의 전문가는 국
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될 것 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몽골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몽골과 한국의 교류로 인한 효
과로 수익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몽골지역 전
문가가 될 수 있어요!!

추천도서 • 몽골과 한국/ 단국대몽골연구소/ (단국대학교 출판부)
• 몽골지역연구/ 단국대몽골연구소/ (자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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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동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동학과” 

❏학과소개 

아시아중동학부 중동학전공
School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Middle Eastern studie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jungdong
전화번호: 041-550-3120

학과소개

중동학과는 능통한 현지 언어 구사 능력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
으로 심도 있는 분석력을 갖춘 글로벌 중동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N의 6대 공용어 중 하나로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랍어에 대한 집중 교육과 중동지역의 정치·역사·경제 및 이슬람에 대
한 지역학 심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
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 중동학과가 아랍어 교육 기반 조성과 아랍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
하고 전문화된 교육의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동학과는 이러한 학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서 학문의 사회적 기여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하여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진학
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중동학과는 중동지역의 대표적 언어인 아랍어와 해당 지역의 정치·역사·경제·사회 전반
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중동지역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입니
다. 국제화, 전문화, 선진화 교육을 지향하는 중동학과는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서 폭넓은 국제적 감각, 다종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사회·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포용력 그리고 열정적인 탐구 의식을 갖춘 학생이라면 중동학과에 지원하여 현지인들
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및 분석력 함양을 통해 글로벌 
중동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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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재학생수 남 : 46 명
여 : 96 명

전임교원 수 142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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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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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 정부기관 : 국정원, 경찰(외사과), 법제처, 외교통사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 공공기업 : 건설협회, 무역협회, 석유공사, KOTRA
· 대사관 : 주한아랍대사관, 아랍주재 한국대사관
· 중동진출기업 : 건설, 무역, 전자 부문 계열사
· 방송 및 언론 : KBS국제방송 아랍어반, 각 언론사 중동전문기자
· 진학 :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정부장학금 유학생
· 교육 :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및 관련연구소 연구원

자랑스런 동문
최호정(11학번) / 경찰 외사과(아랍어)
홍해수(12학번) / 의료 관광 컨시어지
심형태(13학번) /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무관부

1학년 초급아랍어강독1, 초급아랍어강독2, 초급아랍어문법1, 초급아랍어문법2, 초급아랍어회
화1, 초급아랍어회화2

2학년
중급아랍어강독1, 중급아랍어강독2, 중급아랍어문법1, 중급아랍어문법2, 중급아랍어회
화1, 중급아랍어회화2, 아랍어연습1, 아랍어연습2, 멀티미디어아랍어1, 멀티미디어아랍
어2, 중동사, 이슬람문명, 중동지역학입문, 중동각국사정

3학년
아랍어작문1, 아랍어작문2, 실용아랍어회화1, 실용아랍어회화2, 시사아랍어1, 시사아랍
어2, 아랍어문학개론, 중동경제개관, 중동정치론, 중동시사특강, 캡스톤디자인1(중동), 
캡스톤디자인2(중동),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4학년
아랍어통번역입문1, 아랍어통번역입문2, 중동실무, 중동세미나, 통상실무아랍어, 비즈
니스아랍어, 국내·외인턴십1, 국내·외인턴십2,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취창
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전국 아랍어과 
대동제(전아대)

매년 단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글로벌 캠퍼스),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아랍어 관련 학과들이 모여 친목 도모, 대학 커리큘럼, 학술 
교류 및 각종 아랍·이슬람 관련 정보를 논의하는 행사

마르하반(동아
리) 아랍어 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중동에 관한 지식 습득을 하는 학술 동아리

누르(동아리) 아랍문화를 체험·탐방하는 아랍문화 동아리

특수외국어 
학술제

매년 중동학과, 몽골학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3개 특수외국어학과가 공동으로 특
수외국어 학술제를 개최하여 해당 언어로 뮤지컬, 연극, 시 낭송 등 다양한 학술 
성과물을 공유하는 행사 

아랍어 말하기 
대회

중동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랍어 말하기 대회로 5분 분량의 발표에 대해 문법
의 정확성, 유창성, 어휘력 등을 심사하여 어학연수자와 비어학연수자 부문으로 각
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명씩 총 6명을 시상함 

· 의료 통역능력 검정(아랍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관광통역안내사(아랍어)/문화체육관광부
· 할랄 통상 전문가, 할랄 심사원, 할랄 지도사/(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대학생활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사고의 다양성과 비판적 시각을 갖춘다면 
글로벌 중동지역 전문가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중동, 아랍,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통해 어떻게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
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
게 추천합니다.

추천도서

·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교보문고
· 무슬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엄익란/한울아카데미
· 21세기 중동 바르게 읽기/홍미정/서경문화사
· 1400년 이슬람 문명의 길을 걷다/손주영 외 5명 저/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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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베트남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VIETNAMESE STUDIES

1학년 초급베트남어강독Ⅰ,Ⅱ, 초급베트남어실습Ⅰ,Ⅱ, 초급베트남어회화Ⅰ,Ⅱ

2학년 중급베트남어강독Ⅰ,Ⅱ, 중급베트남어회화Ⅰ,Ⅱ, 시사베트남어, 베트남사Ⅰ,Ⅱ, 베트남
학입문, 멀티미디어베트남어, 베트남정치

3학년 고급베트남어강독Ⅰ,Ⅱ, 고급베트남어회화Ⅰ,Ⅱ, 베트남어작문Ⅰ,Ⅱ, 베트남어학Ⅰ,Ⅱ, 
베트남문학Ⅰ,Ⅱ, 베트남지역학, 베트남경제 

4학년 비즈니스베트남어회화Ⅰ,Ⅱ, 베트남어통번역Ⅰ,Ⅱ, 베트남학특강Ⅰ,Ⅱ, 베트남어문법론, 
베트남무역실무

학과소개

 베트남학전공은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의 언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그리고 국제통상 및 국제
관계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베트남은 대외 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과 경제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취업 기회 또한 확대되어 많은 기업들이 베
트남어 구사능력과 베트남 국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
다. 향후 우리 베트남학전공은 베트남 언어 및 지역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
에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으로 발전할 것입니
다.

필요한 
적성 의사소통능력, 다문화 수용능력, 글로벌 경쟁력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학과 

설립연도 2021년

재학생수 매학년도별 20명 모집 예정

전임교원 수 -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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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베트남 진출 기업(무역, 건설, 전자 외 다수의 분야)
•경찰청(외사과), 외교통상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정부기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업
•베트남어 통번역가 또는 베트남어 교사
•기타 방송 및 매체

교수님 한 말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시아의 신흥국 베트남에서 베
트남어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추천도서
베트남 문화의 길을 걷다. 박낙종, 도서출판 참
베트남 전쟁:잊혀진 전쟁,반쪽의 기억, 박태균, 한계려출판사
독학 베트남어 첫걸음, 윤선애, 시원스쿨닷컴

FLEX 베트남어 (졸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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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강국, 지식강국인 독일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DEPARTMENT OF GERMAN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kudeutsch/
전화번호: 041-550-3150

1학년 초급독일어문법1, 초급독일어회화1, 초급독일어읽기1, 초급독일어문법2, 초급독일어회
화2, 초급독일어읽기2, 

2학년 독일어강독, 독일지역학개론, 중급독일어문법1, 중급독일어회화1, 독일문학사, 독일어
권역사와문화, 독일어작문, 중급독일어문법2, 중급독일어회화2

학과소개

독일학과에서는 기초문법부터 시작해서 문학 및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현상과 지역학적 
지식을 탐구합니다. ‘시인과 철학자의 나라’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독일은 문학과 철학의 
종주국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인류사에 지대한 업적으로 남은 독일 고전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어권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인문학과 철학적 
전통은 독일을 자연과학과 기술 혁신의 중심국으로 발전시킨 밑거름이며, 현재 독일은 
유럽연합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두마차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경제, 사회적 
이슈 또한 우리 학과의 관심 분야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 독일학과는 전공자들이 
독일어권에 대해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학을 비롯하여 역사·정치·예술 및 문화 전반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면, 독일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공용어인 동시에 가장 
많은 출판물의 언어로 채택되는 출판언어입니다. 독일학과는 우수한 원어민 교수가 담당하는 
단계별 회화 강의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독일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일어 학습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드레스덴, 마인츠, 브레멘 대학 등 유수한 전통의 독일 
대학에서 전공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문학을 비롯한 독일문화와 독일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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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학과 

설립연도 1979년

재학생수 남 : 44 명
여 : 61 명

전임교원 수 2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독일어
- 이수 가능인원 : 약 1명(입학정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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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교직/언론/일반기업/공공기관/출판/통번역업무/항공사/무역/물류/여행사 등

자랑스런 동문 강창일/1979입/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인/1980입/파이낸셜투데이 
대표, 유병선/1981입/(주)크리니티 대표이사, 박세호/1983입/경기신문 대표 

교수님 한 말씀!!

독일학과에 입학하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만큼 우리 독일학과에서 멋진 독일어와 독일어권 문화 및 지역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대학 
학창시절을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원주의에 기초한 독일사회는 다채로운 흐름들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주류 트렌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독일과 독일인에 관한 모든 
이슈들은 상호문화 관점에서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어를 통해 
독일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독일학과에서 전공공부를 통해 좋은 밑거름을 다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
거운 20대의 추억을 만들어봅시다♡ 열정가득 독일학과로 오세요!

추천도서

독일이야기 1+2/임종대,전영애(외)/거름
세계를 읽다: 독일/리처드 로드(박선주 옮김)/가지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체(반성완 옮김)/지와사랑
독일문학과 예술/이양헌(외)/범우사
게르만 신화 바그너 히틀러/안인희/민음사
독어학 입문/한스 오토 슈필만(이광숙 옮김)/서울대학교출판부
언어: 풀어쓴 언어학/강범모/한국문화사
언어인간학/김성도/21세기북스
영화마을 언어학교/강범모/동아시아

3학년
독일문예학및문화학개론, 독일어어휘및문형학습, 독일어통·번역연습1, 독일어학개론, 멀
티미디어독일어, 독일어권예술과감상, 독일어권작가와작품, 독일어능력시험준비, 독일
어통·번역연습2, 영화로배우는독일어회화

4학년 독일어권학문과사상, 독일명작의이해와번역, 시사독일어, 비즈니스및무역독일어, 현대
독일산문

프로그램명

전공튜터링: 선후배간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으며 튜터와 튜티로 팀을 이루어 독일어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독일의 마인츠대, 드레스덴공대, 브레멘대, 울름대, 루트비히스하
펜대 등 독일의 5개 대학과 연계된 교환학생 프로그램
German Village: 여름방학 중 독일대학의 교환학생이 직접 가르치는 독일어 코스

동아리 Pingpong: 문학작품, 음악, 영화 감상 및 토론 동아리
Pororo: 독일어권 축제와 도시 및 관광지 탐색 동아리

독일어능력시험 ZD(ZertifikatDeutsch)/주한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TestDaF/인천대 TestDaF-Korea
FLEX/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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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예술의 강국, 프랑스 관련 전문 인재 양성” 

❏학과소개 

학과소개

프랑스학전공에서는 프랑스어, 프랑스 문학과 어학,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예술 
등의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문적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실용
화를 위해 프랑스 문학과 문화, 언어학 강좌들의 경우 종래의 순수이론 중심에서 탈피
하여 사회 현장에서 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회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프랑스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교환학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교직 이수 및 교생실습의 기회를 부여
하고, 한불기업의 현장학습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연극 및 시낭송, 샹송 등으
로 구성된 학술제와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간담회를 갖는 ‘프랑스학전공 홈커
밍데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프랑스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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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학과 

설립연도 1979년

재학생수 여 : 76명
남 : 24명 

전임교원 수 3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개설
- 표시과목 : 프랑스어
- 이수 가능인원 : 약 1명 (입학정원의 5%)

유럽중남미학부 프랑스학전공
MAJOR IN FRENCH STUDIE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dkfrance
전화번호: 041-55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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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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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프랑스학전공 졸업생들은 일반 기업체, 출판, 영화, 광고, 언론계, 식품, 미용, 외교 
및 무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반기업
 -프랑스어를 이용해 한국기업의 해외영업 분야, 무역회사, 프랑스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프랑스 문학이론의 응용과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광고, 영화,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기획사에 취업 가능
 -국내외 유수항공사의 승무원, 기내통역원으로 활동 가능
2) 공공기관
 -프랑스어권 지역학 교육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사무요원, 외교관, 지역 전문가 

등으로 활동이 가능 
 -고등학교 교사로서 활동 가능
3) 기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 가능

자랑스런 동문
하영범(1982년 졸업) 범한서적 전무이사
김현주(1987년 졸업) 단국대 교수, 프랑스정부 교육문화훈장(Palmes Academique) 수훈 
윤대녕(1988년 졸업) 소설가, 동덕여대 교수, 김유정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수상 

1학년 초급프랑스어문법1, 프랑스역사와문학, 프랑스어회화입문, 초급프랑스어문법연습1, 프
랑스어듣기발음연습, 초급프랑스어문법연습2, 초급프랑스어회화, 초급프랑스어문법2

2학년
프랑스어작문1, 고급프랑스어문법, 중급프랑스어문법, 프랑스문학의이해, 프랑스사회와
문화, 중급프랑스어회화1, 중급프랑스어회화2, 프랑스어작문2, 프랑스동화번역, 프랑스
시사와경제읽기

3학년 프랑스문화콘텐츠, 고급프랑스어회화1, 델프1, 고급프랑스어독해, 멀티미디어프랑스어, 
프랑스명작의이해, 델프2, 프랑스시와샹송, 프랑스어통번역

4학년 프랑스문학과예술, 비즈니스프랑스어, 고급프랑스어회화2, 프랑스어권다문화, 프랑스어
학의이해, IT실무프랑스어 

앙상블(Ens
emble)

프랑스어 능력 향상 및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함께 원어 공연을 보고 직접 제작도 
하는 동아리 

빠자빠(pas 
à pas) 

학술동아리

전공언어 능력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며 창작 작문 및 번역작업을 통해 프랑스어 능
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프랑스어 스터디 동아리

빠자빠 
영화동아리

프랑스 영화를 상영 및 시청하며, 프랑스어자격시험(Delf)에 대비하여 프랑스어 의사
소통능력 향상을 꾀하는 자율적 동아리

DELF/알리앙스 프랑세즈, TCF/알리앙스 프랑세즈, FLEX/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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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강국인 만큼 폭넓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
춘 학생이라면 자신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학생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학과입
니다.

추천도서 프랑스 문화예술, 고봉만 외, 한길사 / 김화영의 번역수첩, 김화영,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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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과 중남미의 열정을 담은 
국제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1학년 기초스페인어, 스페인어기초회화, 초급강독

2학년 스페인어초급문법, 스페인어중급강독, 스페인어중급작문, 스페인어중급회화, 라틴아메
리카역사와문화

3학년 스페인어고급문법, 고급실용스페인어, 스페인어고급강독, 한국어스페인어번역실습, 스
페인어고급회화, 스페인라틴아메리카지역연구, 스페인역사와문화

4학년 경제스페인어, 비즈니스스페인어, 시사스페인어, 멀티미디어스페인어, 스페인어뉴스청
취와해설

학과소개

스페인어는 전 세계 약 4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증
대되고 있어 진출 전망이 밝습니다. 스페인중남미학전공은 어문학, 지역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 교수들의 지도하에 스페인어권 지역의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스페인어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곧 적성인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3년

재학생수 남 : 56명
여 : 110명

전임교원 수 3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스페인어
- 이수 가능인원 : 약 3명 (입학정원의 6%)

유럽중남미학부 스페인중남미학전공
DEPARTMENT OF SPANISH
홈페이지: https://band.us/band/50761914
전화번호: 041-55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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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1. 정부기관 : 국정원, 법제처, 외교통상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교육부
2. 공공기업 : 건설협회, 무역협회, KOTRA
3. 대사관 : 주한 중남미 대사관
4. 스페인, 중남미 진출기업 : 건설, 무역, 자동차
5. 방송 및 언론
6. 지학 : 국제지역대학원, 어문학대학원, 통번역대학원
7. 교육 :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및 연구소

자랑스런 동문

고정민(83학번) ㈜정우피앤피 대표이사
유영식(83학번) 전 외교관,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국(84학번) 한•중남미협회 기획운영본부장
신용관(84학번)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안수진(84학번) KT 글로벌그룹경영팀 부장
지재열(86학번) ㈜아리바 대표이사
장광호(86학번) ㈜KH 자산관리개발 대표이사
안대웅(87학번) ㈜영흥종합건설 대표이사
배형근(92학번) 형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부장
연송희(97학번)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비서

교수님 한 말씀!! 늘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학교생활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라며 스페인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과 중남미로 꿈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선배님 한 말씀!! 콜롬버스가 원대한 야망을 스페인을 통해 이룩하였듯이, 여러분도 글로벌한 
야망을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룩해보세요. -유영식 선배님

추천도서

Gramática Española para universitarios coreanos / 마상영 / 신아사
...y No Se Lo Tragó La Tierra / Tomas Rivera / Piñata Books
왜 스페인은 끌리는가 / 안영옥 / 리수
스페인 문화 순례 / 김창민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 쿠바 / 김영구 / 쉼

DELE/ INSTITUTO CERVANTES,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특별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콜롬비아 로시리오 대학교, 멕시코 우남 
대학교를 비롯하여 스페인 및 중남미권 13개 학교와의 자매결연 

학술발표회 스페인어학술제 : 1년간의 학술할동을 정리하고 세부 전공별 심화된 학습내용을 발표
하는 행사

동아리 활동

Canción(깐시온) : 스페인어 노래 동아리
Caos(까오스) : 스페인어 연극 동아리
소설 읽기반 : 스페인어권 유명 작가의 소설작품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Aula323(아울라323) : 스페인어 토론동아리
Vamos(바모스) : 스페인어권 축구시청 및 경기위주의 운동 동아리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21세기 중심인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유럽중남미학부 러시아학전공
SCHOOL OF EUROPEAN AND LATIN AMERICAN STUDIES DEPARTMENT 
OF RUSSIAN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russia
전화번호: 041-550-3210

1학년 초급러시아어문법, 초급러시아어실습, 초급러시아어회화

2학년 중급러시아어문법, 중급러시아어강독, 중급러시아어회화, 러시아문화, 러시아문학개론, 
인터넷러시아어, 러시아역사와사회, 러시아어작문

3학년 고급러시아어회화. 영상매체로배우는러시아어, 러시아어학의이해, 러시아단편읽기와감
상, 러시아시낭송과감상, 러시아희곡읽기와감상, 러시아문화컨텐츠, 러시아작가와사회

4학년 무역러시아어, 한러번역연습, 한러비즈니스특강, 시사러시아어, 러시아신문읽기와뉴스
청취

학과소개

러시아학전공은 1988년 창설 이래 25년 동안 러시아 관련 교육, 문학, 출판, 문화, 무
역계 등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며 첨단 기술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학전공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여 러시아어의 
습득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관련 과목들
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폭넓은 시야 및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고 낯선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학과 

설립연도 1988

재학생수 남 : 49 명
여 : 78 명

전임교원 수 3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표시
- 표시과목 : 러시아어교육교과론, 교과논리및논술, 러시아어교재연구및지도법
- 이수 가능인원 : 약 2명(입학정원의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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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 일반 기업체의 무역부서
· 문화예술계
· 통·번역가
· 대학교수
· 외국공관

자랑스런 동문

· 김현희(1992년 졸업) (주)영창 이사 
· 남서영(1994년 졸업)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어학 박사, 단국대 강사 
· 조규연(2000년 졸업)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문학 박사, 중앙대 교수 
· 김대원(2001년 졸업) (주)벨킨 아시아 총괄 본부장

교수님 한 말씀!! 21세기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보세요.

선배님 한 말씀!! 대한민국 최고의 러시아 전공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지켜주세요. 러시아학전
공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추천도서
1. 러시아 사상사, 이사야 벌린, 생각의 나무
2. 러시아 문화에 대한 담론, 로트만, 나남
3.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 모출스키, 씨네스트

특별 
프로그램

- 전공 멘토링 : 학과 재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제도로 선배가 멘토가 되고 후배가 멘
티가 되어 러시아어 기초를 다지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프로그
램
- 독서클럽 :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토론클럽 활동을 통해 학과 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동아리
- 날개 : 폴카, 피날레, 채찍 등의 러시아 전통 춤을 배우며 전공자로서의 의식 고양
과 러시아 문화를 체험하는 역사 깊은 동아리
- 연극반 : 원어로 연극을 배우며 실용 러시아어 및 문화를 접하는 동아리

- 러시아어 토르플(TORFL), 러시아 교육부
- 트리즈 자격증, 트리즈 협회
- 플렉스 자격증, 대한상공회의소
- 스널트(SNULT) 자격증,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출제, TEPS관리위원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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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 대한 지역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유럽중남미학부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DEPARTMENT OF PORTUGUESE
홈페이지: https://www.dankook.ac.kr/web/kor/-259
전화번호: 041-550-3270

1학년 초급포르투갈어1·2, 초급포르투갈어회화1·2, 초급시청각포르투갈어1ž2

2학년
중급포르투갈어회화1·2, 중급포르투갈어, 고급포르투갈어, 중급포르투갈어강독, 
중급포르투갈어작문, 포르투갈·포어권아프리카역사, 포르투갈사회와문화, 브라질역사, 
브라질사회와문화, 중급시청각포르투갈어, 포르투갈 역사

3학년
고급포르투갈어회화1·2, 고급포르투갈어강독, 포르투갈어권문학, CELPE-BRAS, 미디어
포르투갈어, 브라질 정치와경제, 취창업전공세미나1·2, 한-포번역실습, 포르투갈어비즈
니스통번역실습

4학년 비즈니스포르투갈어, 브라질비즈니스환경, 실용포르투갈어회화, 브라질시사분석

학과소개

2014년 개설되어 첫 신입생을 맞이한 포르투갈(브라질)어과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 
대한 지역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전문가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언어는 물론이고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높은 학
식을 갖춤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연구하며 리드하는 전문가를 뜻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학과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필요한 
적성

외국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지역전문가라는 목표를 떠나 내 나라의 언어와 문화, 역사
와 전통이 다른 세계를 배우게 되는 만큼,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와 국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학과 

설립연도 2014년도

재학생수 남 : 58 명
여 : 101명

전임교원 수  1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미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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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 일반기업
삼성, CJ, LG,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브라질 진출기업

✓ 공공기관 
코트라, 브라질대사관 등

자랑스런 동문 신설 학과로서 자랑스러운 동문을 배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있는 포르투갈어권 국가 8개국
은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한국에서 하고픈 일과 꿈을 이들 국가
에서 펼쳐보십시오.

선배님 한 말씀!!

✓ 항해시대 전성기를 이룬 포르투갈을 비롯해 남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브
라질, 그리고 포어권 아프리카까지! 훌륭한 우리 학과 교수님들로부터 각 나
라 역사와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지식을 비롯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인 안목을 기르는 힘도 배우고 있습니다. 학과에 들어와 더 넓은 세상을 보
고 배우고 있습니다. - 16학번 오수빈

✓ 아직 우리나라에는 포르투갈어를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인구가 많
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특수외국어로써 올해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과에서 교수
님들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포르투갈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로 제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 14학번 오시은

추천도서
『생의 한가운데』(루이제 린저), 『70年代 젊은 詩人들』(감태준 외, 문학세계
사),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화로 읽는 세계사』(주경철), 『브라
질: 역사, 정치, 문화』(이성형 편)

동아리 1 FERAS(페라스): 포르투갈어노래, 춤, 문학번역 동아리

동아리 2 Progredimos (프로그레지무스) :학술동아리, 멘토링 수업 

1. CELPE-BRAS / 브라질 교육부 2. CAPLE /포르투갈어 평가 센터



외국어대학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나는 글로벌 인재로 세계를 리드한다!”

❏학과소개 

❏교육과정

영어과
Department of English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english/
전화번호: 041-550-3130

1학년 전공영어회화1, 전공영어회화2, 영어읽기1, 영어읽기2, 영문법, 영작문1, 
외국문화의이해, 외국언어의이해

2학년 전공영어회화3, 영작문2, 취업토익1, 취업토익2,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미문화, 
시사영어실습, 미국학

3학년
비즈니스영어회화, 영어발달사, 영어구문론, 영미시, 영국학, 비즈니스영작문, 
영국소설, 영미드라마, 영어음성음운론, 영어번역실습, 영화와영미사회,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4학년 비즈니스영어실습, 영어지도실습, 영어통역, 미국소설, 통합영어실습

학과소개

 영어뿐 아니라 영어사용권 국가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학습하는 영문학, 영어학, 
실용영어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대부분의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영어사용환경을 제공하며 취업에 필수적인 공인영어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과에서 익힌 영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경영학 등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엄격한 졸업인증을 통해 일정 수 준의 영어구사력과 공인영어성적을 획득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영어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평소 영미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학과 

설립연도 1979년

재학생수 남 : 98 명
여 : 211 명

전임교원 수 6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영어 과목
- 이수 가능인원 : 약 6명(입학정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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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영어과를 졸업한 인재들은 뛰어난 영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모든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공이나 학점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계 공용어라고 칭하여도 될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한 졸업 후 진로 방향과 같이 영어과의 졸업생들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학문만 
배운다기보다는 영어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우고 
익히며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런 동문

김순영(1983년 졸업) 백석대학교 영문과 교수, 영국소설 전공 
김진현(1983년 졸업) 안중고등학교장 
신경철(1986년 졸업) 주식회사 삼준 대표이사 
성시열(1987년 졸업) 아산시의원 
김낙찬(1988년 졸업) 현재어학원 이사장, 전국외국어학원 연합회장
최철재(1989년 졸업)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일석(1992년 졸업) 문학박사, 단국대학교 영어과 교수 
이미라(1997년 졸업)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 
차민영(1998년 졸업)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이성재(2012년 졸업) IBK기업은행 계장

교수님 한 말씀!!

 세계적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학문적인 영역을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보급화 되고 세계의 언어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계 공용어라고 칭하여도 될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과의 졸업생들은 여러 방면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학문만 배운다기보다는 영어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우고 익히며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영어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 영미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고 국제사회 속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스스로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삶을 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어과를 추천합니다! 

추천도서

1984/조지 오웰/민음사, 감시와 처벌/미셸 푸코/나남, 
고도를 기다리며/사뮈엘 베케트/민음사, 
네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앤서니 라빈스/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언어의 비밀/장영준/한국문화사

에코(Echo) 영어로 연극을 공연하며 영어표현력과 구사력을 습득하는 동아리 
동그라미 시사적인 이슈를 영어로 토론하며 영어감각 및 구사력을 습득하는 동아리 

IAS 항공사 승무직과 지상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취업 동아리 

TOEIC SPEAKING/YBM, OPIC/한국ACTFL위원회, IBT TOEFL/ETS, IELTS/영국문화원, 
테셋/한국경제신문, CS리더스/한국정보평가협회 등



외국어대학 Collage of Foreign Language

  
“글로벌시대를 주도할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글로벌한국어과
DEPARTMENT OF GLOBAL KOREAN LANGUAGE
홈페이지:  운영 예정
전화번호:  041-550-3110

1학년 한국어학의이해, 외국어습득론, 한국문화의이해, 언어학의이해, 한국어교육학의이해, 다
문화시대의한국사회

2학년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역사의이해, 한
국어이해교육론, 한국전통문화의이해, 한국어화법교육론, 공인한국어실습

3학년
한국어의역사,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실습, 한국문학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교안작
성법과실제, 한국어프레젠테이션, 한국어문화교육론, 한국경제와관광, 한국어문서작성
법과실제

4학년 한국문화현장실습, K팝과한국문화, 한국대중문화론, 한국문화콘텐츠제작실습, 국내인턴
십1, 국내인턴십2,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학과소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한국
어와 한국문화를 전공하려는 학습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한국어교사 및 한국문화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글로벌한국어과를 설치하였다.

필요한 
적성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와 교수 능력, 타문화의 이해와 적응 능력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〇 〇 〇 〇
학과 

설립연도 2021년

재학생수 학년당 내국인 : 10 명
학년당 외국인 : 30 명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외국어대학 Collage of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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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교육계, 학계, 문화계, 공무원, 언론계, 일반기업

교수님 한 말씀!!
글로벌한국어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환영
합니다.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문가로 성장하여 건
강한 글로벌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선배님 한 말씀!! 신설학과

추천도서

한국어문법1,2/국립국어원편/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어와 한국문화/이승재 외편/새문사
동서문화교류사/W.프랑케/단국대학교출판부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조한혜정/연세대학교출판부

멘토·멘티 
교차학습 
프로그램

한국인재학생과 외국인재학생이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는 상시 학습 프로그램

연합학술제 1년 간의 학술활동을 정리하고 학습내용을 발표하는 행사

심화전공 및 복수전공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부전공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