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i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polisci/
전화번호: 031-8005-3313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사고의 학문이자, 현실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실천학문”
❏학과소개
정치외교학과는 1947년 단국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학과소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학은 모든 학문의 주인(master
science)으로서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사고(人間思考)의 학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와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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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하
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패기 있는 학생들이 최신의 학습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필요한
전공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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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활용

○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

학과
설립연도

1947년 설립(단국대학교 개교와 동시), 61년 폐과, 81년 재설립

재학생수

남 : 96 명
여 : 111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6 명
미개설

❏교육과정
1학년

정치학콜로키움, 한국과국제환경, 정치와정치인, 정치학개론,
글로벌리제이션의이해, 21세기형리더십개발

세계
시민

상호
협력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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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3학년

4학년

비교정치론, 정치학방법론, 동양정치사상사, 한국정치론, 시민사회론
정치학데이터분석, 국제정치, 서양정치사상, 동북아국제관계
선거론, 공공분쟁과협상, 세계외교사, 외교정책론, 국제분쟁론, 의회정치론,
분단국통일론, 일본정치론, 미국정치론, 한국외교사, 국제평화론,
취·창업전공세미나1·2
중국정치론, 국제정치경제, 국제레짐, 정당론, 유럽정치론,
국내인턴십1·2, 국외인턴십1·2, 산업체현장실습1·2, 정치학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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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런 동문

대학 및 연구소/국회· 정당/정부 각 부처/국제기구 및 단체/언론/공·사기업
• 김성수: 전 성공회대총장, 대한성공회 대주교
• 윤여준: 16대 국회의원, 전)환경부장관
• 김성순: 16대·18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주병덕: 제24대 충청북도 도지사
• 김학식: 변호사(법무법인 홍주), 제7회 군법무관 시험 합격
• 정유철: 법무연수원 교수부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백종인: 변호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김창모: 주영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제25회 외무고시 합격
• 그 외 외무, 행정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교수, 언론·금융·기업 등 인사 다수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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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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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권) 학과 권장도서를 책제목/저자/출판사 순으로 작성해 주세요.
군주론/니콜로 마키아벨리(강정인, 김경희 옮김/출판사 까치
인간,국가,전쟁/케네스 월츠(정성훈 옮김)/아카넷
평화神과 유엔사무총장/강성학/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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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dkupa/
전화번호: 031-8005-3294

“국가책무를 수행하는 융합 및 응용학문적 성격의 사회과학”
❏학과소개

학과소개

행정학과는 1966년 법정대학 행정학과로 출범하여, 1991년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개편
되었다. 1999년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을 거쳐 현재 행정학과로 재편되었다.
행정학과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운영을 위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는
종합적·포괄적인 실천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또한 국가 및 공공부문 운영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국가와 사회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응용학문적 성격
을 지닌 사회과학이다. 따라서 행정학과는 융합학문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공 학생의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행정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공익실천·윤리적
마인드, 경영 및 분석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필요한
적성

다양한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공공성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능동적인 변화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

○

학과
설립연도

1966년

재학생수

남 : 116 명
여 : 147 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

창의적
문제
해결
○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

공동체
○

8 명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일반사회 과목
- 이수 가능인원 : 약 3명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행정과 법, 사회심리학, 행정학개론, 행정과 경제, 행정과 리더십, 행정과 헌법
정책학개론, 정부개혁론, 인사행정론, 복지국가론, 행정철학과 윤리, 행정학 세미나, 사
회과학방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행정법
계량행정론, 지방재정론, 정책학세미나, 행정이론, 사회정책론, 정책분석과평가, 행정학
연습, 행정조직론, 문화행정론, 정부규제론, 캡스톤디자인
한국행정론, 환경행정론, 행정학세미나, 복지행정론, 행정관리론, 행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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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5월
행정인의 밤

1·2학년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노래와 율동 등으로 무대를 꾸미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원과 환호로써 행정학과만의 단결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

11월
모의국무회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모의로 진행하는 학술행사이며, 정책 현안 해결을 위
한 대안 모색과 탐구 및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목표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 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 및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
• 공공기관
• 일반기업

자랑스런 동문

양무승(72학번)
김상철(74학번)
권영찬(76학번)
복문수(78학번)
박정호(97학번)
안경섭(99학번)
김인수(82학번)
송재환(84학번)
원성수(86학번)
최성유(89학번)
최정효(96학번)

투어 2000여행사 대표
㈜한글과컴퓨터 대표
공항리무진 대표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차관, 행정고시 합격
행정안전부 국장, 행정고시 합격
공주대학교 총장
교육부 국장, 행정고시 합격
병무청 대변인, 행정고시 합격 등 다수

❏취득 가능 자격증
공인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공공의 가치를 체현하
는 행정학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행정학과에서는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기획 및 분석함으로써 능
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답니다.

추천도서

시장실패 정부실패 / 박도준 / 교우사
국가와 좋은 행정 / 임도빈 편저 / 서울대 출판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 박순애 편 / 박영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막스 베버
일반 국가학 / 게오르크 옐리네크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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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부동산학부
SCHOOL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STUDIES
홈페이지: www.dankook.ac.kr/web/urban-real/home
전화번호: 031-8005-3323,3333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능동·혁신·헌신적 T자형 인재양성”
❏학과소개

학과소개

도시지역계획학전공은 도시화와 도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 교육을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부동산학전공은 부동산입지 및 시장분석,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및 투자분석,
정보처리, 감정평가, 자산관리 등 부동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전공 분야의 이해와 응용,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론능력을 갖춘 능동적 인재, 건전한
상식 및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춘 헌신적 인재.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
학과
설립연도

1947년

재학생수

남 : 148 명
여 : 173 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

창의적
문제
해결
○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

○

○

공동체

9 명
X

❏교육과정
1학년

공간과 사회, 부동산과 생활경제, 현대도시의 이해, 부동산학입문

2학년

도시계획, 부동산입지, 주택론입문, 도시개발론, 도시및지역연구방법, 공공투자분석,
사회통계의 이해, 부동산경제입문, 부동산정보처리, 감정평가, 부동산회계, 부동사법

3학년

토지론, 교통계획, 도시재생론, 도시설계, 스마트시티관리,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과 갈등관리, 지리정보체계(GIS), 도시경제, 부동산금융입문, 부동산개발, 부동산경영,
부동산조세, 부동산공법, 부동산경매,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 부동산시장론

4학년

국토및지역계획, 환경관리, 도시발달사, 도시방재, 도시사회학, 계획이론, 부동산자산관
리, 토지정책, 부동산마케팅, 주택정책, 부동산과 환경, 부동산과 창업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지역답사
취업멘토링
(도부인의 비전스케치)
RE-UP
URID
UDL
(Urban Data Lab)
농활

정례적인 현장학습을 통해 전공학습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취업을 한 졸업생이 멘토가 되어 재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축구 동아리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인적네트워크 동아리
도시 빅데이터 공간 분석 동아리
농구 동아리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자랑스런 동문

부동산컨설팅·관리·신탁·개발회사 /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업소 / 부동산 잡지 및 신문, 교육계, 공무원, 건설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지적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 감정평가법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조명래(1979년 졸업) 환경부장관
장정민(1980년 졸업)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송재용(1980년 졸업) 원주지방환경청장,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관 역임
우예종(1980년 졸업)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강재홍(1981년 졸업) 주 몽골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역임
송명규(1981년 졸업) 단국대학교 교수
김해중(1984년 졸업)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하영주(1984년 졸업) 대양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종현(1986년 졸업)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종일(2004년 졸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취득 가능 자격증
도시계획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공인중개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평가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선배님 한 말씀!!

추천도서

우리 학부는 국토공간에 인간의 삶과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하고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40여 년 동안 선도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공적 영역인 도시계획학전공과 사적 영역인 부동산학
전공을 기반으로 현재 및 미래의 국토공간과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꿈에 도전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도시지역계획학, 부동산학 두 전공을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1학년 학부 기초 수업을 들은 후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 뒤
복수전공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후투티를 기다리며 / 송명규 / 따님
Space, Place and Gender (1994) / Doreen Massey / Univ. of
Minnesota Press
Urban Flotsam(2001) / Chora, Raoul Bunschoten / 010 Publisher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Klaus Schwab /
새로운 현재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 커뮤니케이션학부 School of Communiation

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광고홍보전공
JOURNALISM, MEDIA CONTENT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홈페이지:http://cms.dankook.ac.kr/web/dkjnb
전화번호:031-8005-3351/3352/3359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어 갈 미디어 선도자들의 요람”
❏학과소개
학과소개
필요한
적성
필요한
전공역량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자기표현이 적극적이고 글쓰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
자기
주도

지식
활용

○

○

학과
설립연도

1966년

재학생수

남 : 166 명
여 : 346 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

창의적
문제
해결
○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

○

공동체

8 명
미개설

❏교육과정
1학년

저널리즘입문, 커뮤니케이션개론, 광고론, 영상미디어이해

2학년

[공통]
매스컴기초통계, 매스컴이론, 매스컴연구방법론,
[저널리즘]
언론문장실습, 여론과 미디어, 미디어심리학, 미디어사회학, 휴먼커뮤니케이션, 영상저
널리즘, 취재보도실습1,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영상콘텐츠]
디지털사회와문화, 디지털포토그래피, 영상콘텐츠기획, 촬영과편집1, 미디어심리학,미디
어사회학, 미디어테크놀로지의이해, 방송구성실습, 촬영과편집2
[광고홍보]
광고와미디어, 광고제작, 소비자심리,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미디어심리학, 미디어사
회학, PR론, 광고비즈니스모델, 브랜디드콘텐츠

3학년

[저널리즘]
디지털저널리즘프로젝트1, 미디어기획, 언론법과제도,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기획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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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도. 미디어쟁점과토론, 디지털저널리즘프로젝트2, 언론사상과철학, 과학커뮤니케이션,
인터렉티브저널리즘
[영상콘텐츠]
미디어비평, 다큐멘터리론, 캡스톤디자인, 영상산업의이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TV제
작, 문화콘텐츠이해, 미디어법제와윤리
[광고홍보]
광고철학, 커뮤니케이션기획, 광고매체기획, 광고데이터분석,커뮤니케이션전략실습, PR
사례연구, 카피라이팅
[저널리즘]
프린트미디어기획과제작, 포토저널리즘, 언론과정치, 캡스톤디자인
[영상콘텐츠]
뉴미디어산업, 미디어포트폴리오, 이노베이션확산론, 디지털미디어와수용자, 콘텐츠마
케팅
[광고홍보]
멀티컬쳐브랜딩, 정치캠페인과광고, 광고효과분석, 뉴미디어광고, 캡스톤디자인, 스포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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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영상제

광장 언론제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최대 학술제로서 학부생들이 각자의 전공별로 축적된 지식을 실
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프로그램은 언론제, 광고제, 영상
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광고제는 광고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이 모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실습의 장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시나리오와 스토리를 받아 신입생
대상으로 워크샵을 가진 후 팀을 꾸려 촬영 및 제작을 진행합니다. 학술제 당일 상영
합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술제 광장의 잡지를 제작하며 학우들의 스피치, 우수기사 발표,
영상뉴스 발표 등 현장토론을 진행합니다.

동아리
파이
(영상비평학회)

토기(토론학회)

필(FEEL)
(사진학회)

영상비평학회 파이는 커뮤니케이션학부내에서 가족처럼 돈독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학회로 영상 기획, 촬영편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파이의 1년은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그리고
선후배간의 협력을 통한 영상 제작, 그리고 매년 3월14일에 열리는 ‘ 파이데이 ’ 영
상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기는 토론 무기의 준말입니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종점을 두고 스피치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교환하는 학회입니다. 스피치를 통해 한명 또는
다수와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넓은 사고와 지식을 함양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통해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이
론과 지식 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출사와 여행을 통해 실전에서의 감
각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사진촬영의 역할도 도
맡아 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사진전을 주최하고 사진 공모전등에 단체로 참
여하여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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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분야

자랑스런 동문

저널리즘전공 : 언론사, 기자, PD, 정치컨설팅, 사회(여론)조사 회사 등
영상콘텐츠전공 : 방송사, 인터넷/텔레콤 관련 기업, 스마트 미디어 업체 등
광고홍보전공 :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미디어 경영, 편성PD, 홈쇼핑,
기업체 마케팅 담당 등
임현진(2010년 졸업) KBS
박광규(2015년 졸업) SK네트윅스
구슬기(2015년 졸업) 인크로스(네이버)
이서웅(2015년 졸업) CJ E&M
박상진(2015년 졸업) IBK 기업은행
이상호(2016년 졸업) IBK 기업은행
주 원(2016년 졸업) 한화그룹
정재홍(2016년 졸업) 한국경제TV
오보람(2016년 졸업) 연합뉴스
박수민(2016년 졸업) 롯데홈쇼핑 PD
김서현(2017년 졸업)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이진원(2018년 졸업) 롯데 홈쇼핑
강민재(2020년 졸업) 포항MBC

❏학과 tip
선배님 한 말씀!!

저널리즘, 영상콘텐츠, 광고홍보 세 가지 학문 모두의 기초를 배울 수 있고,
세부 전공 선택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여론/ 윌터리프먼/ 까치글방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Digital Literacy / 구본권/ 어크로스
나쁜뉴스의 나라-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 조윤호/ 한빛 비즈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엄기호/ 창비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상담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counseling
전화번호: 031-8005-3360

“인간에 대한 존중과 성장으로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인”
❏학과소개
학과소개
필요한
적성

필요한
전공역량

상담학과는 인간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도우며, 인간 본연의 성장과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자
질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며, 습득한 상담지식과 기술을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생애 발달 주기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와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연마하고 타인의 성장에 상담자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자기
지식
논리적
의사
지식
세계
상호
문제
도전
공동체
주도
활용
사고
소통
융합
시민
협력
해결
○

○

학과
설립연도

2013년

재학생수

남 : 44 명
여 : 115 명

전임교원 수
교직개설

○

○

○

○

○

5명
X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인간행동의이해, 상담학개론, 사회행동이론, 성격의이해, 인간관계와상담,
학업과재능발달
인간특성발달, 상담이론과실제, 상담언어의기초, 상담윤리, 공감과존중, 상담통계,
사회문제와상담, 학습과동기, 집단상담, 가족발달이론
진로상담, 상담연구방법론, 심리검사, 문화와상담, 가족상담, 상담실습및사례연구I,

3학년

상담면접, 이상행동이해, 아동청소년상담, 특수아상담,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4학년

상담행정및경영, 상담실습및사례연구II, 상담프로그램개발과창업, 아동청소년상담실습,
캡스톤디자인(상담학과), 국내인턴십1, 국내인턴십2, 국외인턴십1, 국외인턴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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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특별
프로그램

동아리

학술발표회

-상담현장 답사
다양한 상담관련 현장 및 기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상담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담 전공학습역량 특강
사진예술기법을 이용한 상담, 이야기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 이론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해외학자 초청 특강
해외의 상담 현황 및 상담모델개발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함양시킵니다.
-Career Talk Table
진로 특강의 일환으로 상담 현장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자신의 상담분야에 대하여 소
개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카운티어(상담봉사동아리)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성남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성남교육지청 Wee센터 등의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상담연구회(상담학술동아리)
상담 이론 및 실제에 대한 탐구활동에 중점을 둔 동아리로 독서토론 외에 다양한 주
제들에 대한 의견교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상담학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격증준비반
상담관련 학회 및 자격증의 종류를 알고 함께 자격증 대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준
비하는 동아리입니다.
-안단테
음악 취미 동아리로 향후 음악과 상담을 접목시킴으로써 상담의 매체를 개발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동아리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SOC(Soccer of Counseling)
상담학과 축구 동아리로 함께 축구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심리극동아리
상담 기법 중 하나인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상담사례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동아리
입니다.
-상담 연합 학술제
연구논문발표를 통하여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상담의 실제를 경험
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대학원생-학부생간의 진로에 대한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졸업 후 진로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학교상담, 중독상담, 진로 및
직업상담 등 각종 상담분야
Ÿ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과 상담기술이 중요한 업무역량으로 활용되는 각종
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HR분야
Ÿ 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상담 및 교육분야
Ÿ 상담프로그램 개발, 실시, 평가분야
심경서(2016년 졸업) 상담교사
공은선(2016년 졸업)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김수림(2016년 졸업) 주식회사 다임
김혜연(2019년 졸업) 용인성폭력상담소
Ÿ
사회진출 분야

자랑스런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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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진(2019년 졸업)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재환(2019년 졸업)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다은(2019년 졸업) 상담교사

❏취득 가능 자격증
Ÿ
Ÿ
Ÿ
Ÿ
Ÿ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학회 가입 조건을 충족시킨 후 가입 이후부터 수련 가능)
전문상담교사 2급/교육부(졸업 후 교육대학원 진학 시 응시자격 충족)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학회 가입 조건을 충족시킨 후 가입 이후부터 수련 가능)
직업상담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3급/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상담인으로 성장
하세요.

선배님 한 말씀!!

상담학과에서 상담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인간 본연의 성장을 믿고 도울 수
있는 상담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추천도서

Ÿ
Ÿ
Ÿ
Ÿ
Ÿ

상담의 실제/박성희, 이동렬/학지사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권석만/학지사
학교진로상담/김봉환, 정철영, 김병석/학지사
치료의 선물/Irvin Yalom 저, 최웅용등 역/시그마프레스
사랑의 기술/에리히프롬 저, 황문수 역/문예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