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대학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학문”

❏학과소개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dkeco
전화번호: 031-8005-3380

학과소개

사회과학의 핵심 분야인 경제학은 경제주체가 자원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은 2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게 확립되어 오늘날 ‘사회과학의 여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인간의 기본활동인 경제활동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지구촌 시대의 국제화, 블록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증적 분석능력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인류의 복지, 그리고 공존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경제 및 관련분야에 종사할 교수 및 연구 
인력의 양성은 물론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사회 각 부문에서 실무자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경제학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이와 
더불어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학은 물론 인접 사회과학 및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수학 및 통계학, 컴퓨터 등의 분석도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

학과 
설립연도 1959년

재학생수 남 : 191 명
여 : 172 명

전임교원 수 7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일반사회
- 이수 가능인원 : 약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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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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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기업, 재경직 공무원/금융계, 언론계/대학원, 연구소 외에도 문화 및 레저산
업, 의료 및 보건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분석, 
자원평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직업분야가 등장하면서 진출분야는 더욱 확
대되었다. 

자랑스런 동문

김인곤(77학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제현(77학번) SC제일은행 이사 
김도진(79학번) 기업은행 은행장 
김선제(79학번) 성결대학교 교수 
배수홍(81학번) 현대자산운용 상무 
조철래(81학번) 금융감독원 국장 
김시원(83학번) 전남대학교 교수 
김동현(85학번) 고려대학교 교수 
송영구(85학번) 메리츠금융증권 전무 

1학년 경제학원론1·2, 경제수학, 통계학, 경영학원론, 컴퓨터와경제분석 
2학년 미시경제학1·2, 거시경제학1·2, 경제사, 게임이론과응용, 환경경제학, 노동경제학 

3학년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재정학, 협상경제론, 화폐금융론,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산업조직론, 지방재정론, 한국경제사 

4학년 창업경제론, 국제금융경제론, 경제학사, 행태경제학, 한국경제론, 조세론 

학술답사 
근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한국경제 발전
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제발전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와 경제사
상가들의 활동공간들을 직접 답사한다. 

경제원리학회 
여러 경제에 대한 원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경제상황을 알아가는 학회
로서, 이론 중심의 학문 탐구와 실질적인 경제 상황 파악을 동시에 생각하는데 목적
을 둔다. 

생활경제학회 
현실경제에 주안점을 두어 현재 경제를 파악하는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활 속 
경제 이슈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며 경제학 이론을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사상식학회 
전공 공부를 생활 속에 결합시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며, 경제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중요 시사와 접목시켜 학생들에 복합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Dankook 
Economic 

Club 

주간 경제이슈에 대한 토론과 한국은행, KDI 등 다양한 기관 보고서를 검토하고 토
론하여 학생들의 경제학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이론을 실제 경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고민하여 실질적인 경제학적 능력을 증진시킨다.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공인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CFP / 한국 FPSB, 
AFPK / 한국 FP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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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단국대 경제학과 는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현실
을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훌륭하신 동문, 학생, 교수
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학과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단국대 경제학과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장학회를 조직하여 재학생들에 학
업을 지원해주시는 등 선후배간 유대감이 큽니다. 재학생들은 학회를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경제학도로서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 입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학문탐구의 열정과 더불어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도 깊어야 합니다. 

추천도서

경제학콘서트 / 팀 하포드 / 웅진지식하우스 
맨큐의 경제학 / 그레고리 맨큐 / Cengage Learning 
국부론 / 애덤 스미스 / 동서문화사 
자본론 / 칼 마르크스 / 비봉출판사 
일반이론 / 존 메이너드 케인즈 /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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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

❏학과소개 

무역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dktrade
전화번호: 031-8005-3394

학과소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는 1959년에 상학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무역은 우리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 대학 무역학과는 세계화 시대
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통상 이론적인 근거와 무역 현장에서 거래 실
용적 측면을 동시에 가르쳐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중국의 명문대 난징대학 무역학과에 매년 8명의 유학생을 파
견하는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KENT대 등 많은 명문
대학과도 복수학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세사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무역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2009년부터 특성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 무역전
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
년 40명 단원을 모집하여 무역전문가 교육을 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하여 중소기업 제
품 마케팅과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KOTRA의 지원을 받아 FTA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FTA 활용을 연구하게 하여 대학생 논문대회,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등 많은 공모전에서 매년 20명 이상의 학생이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4명의 학생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여, 무역학과에서 그 
웅대한 꿈을 실현 시키길 바랍니다. 

필요한 
적성

무역학은 세계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영어 등 외국어 
소통능력이 중요하며, 국제통상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와 적성이 요구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역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균형 잡힌 감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통상환경 및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무역이론과 실무 및 
영어(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능동적인 학생이라면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무역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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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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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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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1학년 노비타스, 경제학원론, 무역학개론, 경영경제수학, 통계학,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2학년 무역실무,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무역법규, 상사중재론, 
무역결제론, 계량방법론

3학년
국제기업경영론, 국제운송물류론, 외환론, 국제통상론, 국제금융론, 무역정책론, 전자무역론, 
국제마케팅, 무역보험론, 무역창업론, 캡스톤디자인1(무역), 캡스톤디자인1(무역실무), 
캡스톤디자인2(무역), 캡스톤디자인2(무역실무), FTA이해와활용, FTA원산지관리와 활용실무

4학년 한국무역론, 글로벌경제론, 디지털경제론, 해외투자론, 관세법, 무역학세미나

재학생수 남 : 175 명
여 : 206 명

전임교원 수 7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상업과목
- 이수 가능인원 : 약 4명

GTEP ‘글로벌 청년 무역전문가양성프로그램’ 단원들에게 무역실무, 현장실습 및 해외
마케팅 경험을 통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 관세사 :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 Tryder : 취업 관련 및 P.T와 토론 실력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동아리
- FC Traders : 축구동아리
- 주고받고 : 야구동아리
- 맨투맨 : 농구동아리
- Slove : 힙합동아리
- 국제물류연구회 : 국제운송물류 분야 자격증 및 인턴쉽 준비를 위한 동아리
- 국제금융연구회 : 외환 및 금융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자격증 및 스터디 모임을 위한 동아리

고시반
관세사 고시반(관무재) 운영: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무역학과에서는 
고시반을 운영하여 고시반 인원들에게 기숙사 제공, 학비 지원, 고시반 전용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고시반 인원들의 합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무역학과에서는 무역 관련 논문경진대회에서 매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
상하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는 FTA 관련, 무역구제 및 반덤핑관세 등 2019학년도 무
역학과에서는 20명 이상이 관련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관세사, 국제무역사, 외환 관리사, 증권
분석사, 무역 영어 검정(1급, 2급, 3급),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무역학을 공부함
으로써 전문무역인, 상품 지식과 국제 세일즈맨의 능력을 갖춘 국제마케팅 전문가, 국제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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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일반기업: CJ, 삼성, 현대, 롯데 등
공공기관: 무역협회, KOTRA, 산업은행 등
비영리 부문: 관세사, 한국일보, MBN 등

자랑스런 동문

박지원(1967년 졸업) 국민의당 대표, 국회의원
이종희(1967년 졸업) 대한항공 점보스 프로 배구단 구단주
윤석기(1970년 졸업) 관세법인 대표(전 광주지방관세청장)
이필승(1977년 졸업) (주)풍림산업 대표
김근수(1977년 입학) 하나생명 부사장
이교범(1978년 졸업) 하남시장
조남현(1979년 졸업) 강원민방G1 사장
김용석(1981년 입학) Kotra 이란 무역 관장
신동진(1981년 졸업) 예금보험공사 이사
이재찬(1982년 입학) 코렉심 대표

교수님 한 말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한국인

선배님 한 말씀!! 무역학과에서는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
며, 무역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무역 관련 직종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합니다. 

추천도서 한국무역사 / 남덕우 외 / 한국무역엽회 Economics Without Borders /
Blunded R / eds / Cambridge

관세사 / 산업인력공단, 국제무역사 / 한국무역협회, 외환관리사 / 한국무역협회,
국제투자분석사 / 한국증권분석사회, 무역영어 검정 1급, 2급, 3급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전문가, 국제금융 및 외환 전문가, 국제물류, 해운업과 그 밖의 산업 및 정보화 사회에서 지
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한 후 진로는 크게 정부의 국제통상 관련 공무원, 무역업, 국제물류업, 금융기관 및 다양한 일반
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는 관세사 시험 합격을 통해 관세사로 전문직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더욱 전문적인 학문연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물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해운업 등에도 현재 많은 졸업생이 진출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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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을 다루는 사회과학”

❏학과소개 

❏교육과정

경영학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cobe/-16
전화번호: 031-8005-3440, 3423, 3424

1학년 노비타스, 경영학원론. 경영경제수학.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1, 경영과컴퓨터, 
회계원리

2학년 경영과학1, 관리회계, 경영정보론, 마케팅, 경영통계학2, 인터넷비즈니스. 경영분석, 경
영지원시스템, 조직행동론, 

3학년

생산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국제경영론, 데이터베이스관리,. 마케팅조사론, 
서비스마케팅, 조직구조론, 창업전략과기업가정신, 투자론, 캡스톤디자인1(경영),
캡스톤디자인1(인사관리), 캡스톤디자인1(금융), 캡스톤디자인1(마케팅), 경영과학2, 
국제기업환경론, 리더십론, 서비스경영론, 소비자심리와행동, 선사적자원관리, 창업조직

학과소개

경영학전공은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소비자의 급격한 기호
변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의 심화는 경영학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고 있
습니다. 우리 전공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고객 욕구를 충족
시키는 고객만족능력, 관계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능력, 기업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경영분석능력,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
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도 쉽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과 꾸준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적성에 맞을 것입니다. 신속한 이해판단과 논
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1965년

재학생수 남 : 378명
여 : 449명

전임교원 수 29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상업정보
- 이수 가능인원 : 약 6명(입학정원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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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금융, 유통, 서비스, 전자, 건설, IT관련 기업, 정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자랑스런 동문

김명규 (1971년 졸업) 주식회사 씨큐어넷 대표, 14·15대 국회의원
김  웅 (1975년 졸업)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종승 (1978년 졸업) 뉴시스 대표이사,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
박한우 (1983년 졸업)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장 
최호진 (1995년 졸업) MBC 기자

교수님 한 말씀!!

경영학전공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수준의 경영 인재 양성이라는 비
전 아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향상된 국제화 감각과 비즈니스 기술을 갖춘 인재양성,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소양을 갖춘 리더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한 말씀!!
경영학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경영학적 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요구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만인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생각에 관한 생각/대니얼 카너먼/김영사
마케팅 바이블 /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진 / 세종연구원
조직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인적자원관리 / 다니엘 골먼 / 매경출판사

인력관리, 캡스톤디자인2(경영), 캡스톤디장인2(인사관리), 캡스톤디자인2(금융), 캡스톤
디자인(마케팅)

4학년 SCM, 기술경영론, 기업재무론, 노사관계론, 참업경영론, 품질경영, 경영전략, 벤처창업
금융, 변화와혁신, 위험관리론,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명1 태백산맥(녁사유적지 탐방 및 토론모임). 새날을밝히며(시사관련 영상감상 및 토론 진
행), 경영정보(PPT제작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관한 강연),

동아리 TOS(축구동아리), RUN AND GUN(농구동아리)

연합학술제 국민대X단국대 연합학술제

사회조사분석사/한국통계진흥원, 데이터분석준전문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유통관리사/상공회의
소, 재경관리사/삼일회계법인,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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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맞는 회계전문인력 집중양성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학문”

❏학과소개 

❏교육과정

회계학전공
ACCOUNTING
홈페이지: facebook.com/dkuaccounting
전화번호: 031-8005-3426

1학년 DK로드맵, 경영학원론, 경영경제수학, 경영과컴퓨터,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1

2학년 관리회계, 중급재무회계1, 마케팅, 원가회계, 경영과학1, 경영정보론, 기초재무회계, 회
계학영어원강

3학년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중급재무회계2, 생산운영관리, 세무회계1, 회계정보시스템, 투

학과소개

회계학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회계정보는 기업, 정부 및 비영리조직 등 모든 
조직의 합리적 경영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학전공에서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국제회계, 비영리회계 및 경영학의 제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정부 및 비영리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전문인을 
양성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투자분석가 등의 전문자격증 취득이나 회계·세무공무원 
양성을 통해 국가 경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회계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미래의 예측능력을 부여하는 나침반 역할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인은 고도의 정보창출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능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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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재학생수 남 : 104명
여 : 93명

전임교원 수 5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상업정보과목
- 이수 가능인원 : 약 2명(입학정원의 0.7%/매년 변동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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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회계사 / 세무사 / 세무공무원 / 회계재무팀 / 금융권

자랑스런 동문

함영주(1985년 졸업) 전 KEB 하나은행 통합은행장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진형(1988년 졸업) 전 SC은행 상무이사
김현진(1991년 졸업) 현 세종법무법인 변호사겸 공인회계사
이종우(1991년 졸업) 현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황수걸(1990년 졸업) 현 솔원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강선(1988년 졸업) 현 국제강재주식회사 전무이사
최종규(1988년 졸업) 현 주식회사 블루코드 경영관리 전무이사
이광용(1988년 졸업) 현 담우물산주식회사 상무이사
채희상(1989년 졸업) 현 현대종합상사 부장
원호웅(1989년 졸업) 현 신한금융그룹 부장

교수님 한 말씀!!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의미 있고 알차게 배
워나가 실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선배님 한 말씀!!
회계학전공은 타전공과 구분되는 전문적 심화전공으로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전문적 능력을 배울 수 있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숫자로 경영하라 / 최종학 / 원앤원북스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 제이컵 솔 / 메멘토
돈이 보이는 손가락 회계 / 김상헌 / 길벗

자론, 세무회계2, 전산회계, 경영분석, 캡스톤디자인1(회계), 캡스톤디자인2(회계)

4학년 고급재무회계, 경영혁신과회계, 영문재무제표, 회계윤리와사례연구, 회계학세미나, 회계
감사, 취창업전공세미나1, 취창업전공세미나2

회계학과 
학회

회계학전공 선배들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계학전공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리” 
과목을 알려주는 학회 활동.

홈커밍데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행사
제니스 회계학전공 내 재학생 간의 축구 및 친목 활동 동아리
펜타곤 회계학전공 내 재학생 간의 농구 및 친목 활동 동아리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AICPA / 미국공인회계사협회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IFRS관리사 / (사)한국CFO협회
전산세무, 전산회계 / 한국세무사회



경영경제대학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국제적 안목과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요람”

❏학과소개 

❏교육과정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cis
전화번호: 031-8005-3374

1학년 경영학개론, 기초경제학, 경영수학, 비니지스통계, 심리학, 회계원리

2학년 재무관리, 기초마케팅, 지속가능경영, 재무회계, 조직행동, 관리회계, 비즈니스윤리, 국
제정치경제, 비즈니스쓰기와 프레젠테이션,  IT와 경영, 운영관리

학과소개

2011년 개설하여 201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국제경영학전공은 10년이라는 짧은 역사
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지도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 영어로 진행되는 소
그룹 중심의 강의와 토론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국제적 안목을 지닌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 중심의 실무 경영기법을 
교육하여 졸업 후에도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입학 초기 경영학 전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경영·경제 관련 과목, 다방면 
지식 습득을 위해 경영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과목 및 고급 영어 회화 기술 습득을 위
한 교과목 등이 제공되며, 이후 경영학 제 분야에 대해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공
됩니다. 

필요한 
적성

국제경영학전공은 국제적 안목과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내국인 학생은 글로벌 환경을 대학에서부터 일찍 접함으로
써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닌 리더로 양성될 것입니다. 
국제경영학전공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체와 기관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전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
하고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으며, 사교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필
요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1년

재학생수 남 : 56 명
여 : 52 명

전임교원 수 3명

교직개설 X 



경영경제대학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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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일반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외국기업, 대학원 등 다방면 진출

자랑스런 동문

유희권 (2014년 졸업) Merck Korea     
김수용 (2014년 졸업) ATOS, Spain
박현우 (2015년 졸업) 삼정회계법인      
노병주 (2016년 졸업) 삼일회계법인
김상연 (2016년 졸업) IBK 연금보험      
김지수 (2018년 졸업) 삼성전자
신종걸 (2018년 졸업) 한국투자증권      
김도현 (2019년 졸업) LG유플러스

김동교 (2019년 졸업) 한화             
권해나 (2019년 졸업) 위메프
이준혁 (2019년 졸업) 삼일회계법인     
조성현 (2019년 졸업)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이진원 (2020년 졸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박소영 (2020년 졸업) 이베이코리아  

교수님 한 말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소규모 그룹 강의에서 모든 내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국제적인 마인
드를 지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학과 내에서 국내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 학생들과도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
를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사회진출 후에도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추천도서

넛지 /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 리더스북 
생각에 관한 생각 / 대니얼 카너먼 / 김영사 
슈퍼인텔리전스 / 닉 보스트롬 / 까치 
Zero to One, Peter Thiel
총균쇠 / 재레드 다이아몬드 / 문학사상 

3학년 국제경영, 비즈니스법규, 기업재무, 국제사회와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전략경영, 국제
마케팅, 국제통상과 관행, 품질관리

4학년 국제무역이론과 실무, 해외시장개척론, 국제재무, 화폐금융, 글로벌창업론, 글로벌SCM, 
캡스톤디자인 (국제경영), 캡스톤디자인 (국제회계), 캡스톤디자인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포럼 글로벌 리더 육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원어발표회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교
환학생, 내국인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

AICPA 미국공인회계사자격증(AICPA)을 목표로 한 비공식적 동아리

AICPA/미국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CFA/미국 CFA 협회,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경영경제대학 Collenge of Business & Economics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산업경영학과(야)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EVENING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industrialm
전화번호: 031-8005-3408

1학년 경영경제수학,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조직행동론

2학년 마케팅, 경영정보, 경영과학, 관리회계, 기술경영론, 데이터베이스관리, 재무제표분석, 
인터넷비즈니스, 전략적마케팅관리, 경영지원시스템

3학년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신조류, 조직설계이론, 금융시장, 서비스
경영론, 기업재무론, 소비자행동분석

4학년 노사관계론, 글로벌경영론, 품질경영, 전략경영, 변화와 혁신

학과소개

 산업경영학과(야)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
여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산업경영학과(야)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
영이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이
상적으로 결합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국내 최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수행합니다. 전
략적 마케팅, 마케팅 신조류, 변화와 혁신, 인터넷비즈니스, 재무제표분석 등과 같은 
과목을 편성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한 
적성

 산업경영학과(야) 전공자는 실제 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
무, 회계 등을 비롯하여 경영전략, 국제화, 경영과학, 경영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
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분석 및 해결능력, 창의적인 의사결정
능력,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간관계 능력, 리더십과 팀워크능력 등이 요
구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2013

재학생수 남 : 60 명
여 : 143 명

전임교원 수 1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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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대학 Collenge of Business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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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재직기업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 가능
공기업, 사기업의 해당 분야로 취업 가능
벤처기업, 금융권, 회계법인 등 
대학원 연구소

교수님 한 말씀!!
이론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학과(야)는 미래의 경영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핵심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과 할 수 있는 토론은 본인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서

파이브포스(미래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힘)/정연승,김치영 외 3명 저/한스미
디어
문화적 배경과 체화된 인지/민동원/집문당,
경영과 정보시스템/오재인, 안상형 외 1명 저/박영사

one more 
step!! 대학원 진학 상담 프로그램

경영일반분야 – 공인노무사, 사회조사분석사, 경영지도사 등
재무분야 – 금융자산관리사, 선물거래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은행 및 보험사 등의 자산관리사, 증권
분석사 등
회계분야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