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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I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학과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polisci/)
(학과 전화번호: 031-8005-3313)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사고의 학문이자,
현실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실천학문”
❏학과소개

학과소개

정치외교학과는 1947년 단국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학은 모든 학문의 주인(master science)
으로서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
사고(人間思考)의 학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와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실천학문(實踐學問)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학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인류의 보다 나은 사회적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정치학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해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학방법론 등을 포함한 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패기 있는 학생들이 최신의 학습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신문의 정치면과 국제면을 관심 있게
읽습니까? 개인과 국가, 정치와 법, 선거와 미디어, 남·북한 관계, UN, 국제분쟁, 세계평화,
빈곤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적인 흥미를 느낍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훌륭한 정치학도의 적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

○

○

○

○

학과
설립연도

1947년 설립 (61년 폐과, 81년 재설립)

재학생수

남 : 91명
여 : 92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

○

공동체

7명
미개설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정치학콜로키움, 정치학개론, 한국과국제환경, 정치리더십, 정치와정치인,
글로벌리제이션의이해
시민사회론, 동양정치사상, 정치학방법론, 비교정치론, 국제정치, 서양정치사상, 한국정치론,
동북아국제관계, 정치학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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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세계외교사, 외교정책론, 선거론, 국제분쟁론, 공공분쟁과협상, 미국정치론, 의회정치론,
한국외교사, 국제평화론, 일본정치론, 남북한관계론

4학년

국제정치경제, 유럽정치론, 중국정치론, 정치학연구세미나, 국제레짐, 정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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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프로그램

동아리

• DKMUN스터디 : 전국대학생 모의UN회의 참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모임
(외교통상부 장관상 등 수상)
• 안보토론스터디 : 전국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모임
(육군참모총장상 등 수상)
• VERITE : 각종 시사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토론하는 시사토론 학회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대학 및 연구소/국회· 정당/정부 각 부처/국제기구 및 단체/언론/공·사기업

자랑스런 동문

• 김성수 (1953년 졸업) 前 성공회대총장, 대한성공회 대주교
• 윤여준 (1958년 졸업) 16대 국회의원, 前환 경부장관
• 김성순 (1965년 졸업) 16대·18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주병덕 (1965년 졸업) 제24대 충청북도 도지사
• 김학식 (1981년 졸업) 변호사(법무법인 홍주), 제7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 정유철 (1980년 졸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백종인 (1977년 졸업) 변호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김창모 (1981년 졸업) 주영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제25회 외무고시 합격
그 외 외무, 행정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교수, 언론·금융·기업 등 인사 다수

❏취득 가능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사회조사분석사
• 그 외 전문자격증 및 외국어자격증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우리 사회의 리더를 만드는 학과로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수진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정외인이 된다면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 정치제도, 정치행태, 정치과정, 국제
정치, 외교정책 등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과는 전국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토론대회와 모의UN 국제회의, 여러 학술대회 등에서 타
대학교들과 경쟁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답니다!

추천도서

• 군주론 /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 김경희 옮김 / 출판사 까치
• 인간,국가,전쟁 / 케네스 월츠(정성훈 옮김) / 아카넷
• 평화神과 유엔사무총장 / 강성학 / 고려대학교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