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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과 다양한 
학제간 교류 및 인적 교류”

❏학과소개 

❏교육과정

영화전공
FILM MAJOR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dkufilm.cafe
전화번호: 031-8005-3110

1학년 발상과전개1-2, 영화기술기초, 영화사, 영화학입문, 한국영화연구

2학년 영화제작실습1-2, 영화연출1-2, 영화촬영1-2, 영화사운드1-2, 영화편집1-2, 영화장르, 
다큐멘터리영화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실험영화연구

3학년 영화제작실습3-4,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실습, 영화기획실습1-2, 영화시각효과1-2, 영
상미학, 미디어영상학, 뉴미디어연구

4학년 졸업영화프로젝트, 독립영화프로젝트, 고전영화분석, 현대영화분석

학과소개
이론과 실기의 균형 있는 교육과 다양한 학제간 교류 및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영화 예술 및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진들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추구한다. 

필요한 
적성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화, 영상 분야의 예술성 및 전문성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8년 천안캠퍼스 신설

재학생수 남 : 20 명
여 : 62 명

전임교원 수 5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연극영화
- 이수 가능인원 : 전공 1 , 학부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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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영화감독, 드라마PD, (시나리오)작가, 프로듀서, 영화기획자, 영화마케터, 
촬영기사, 조명기사, 녹음기사, 편집기사, 영화학자, 영화평론가, 언론사기자, 
교육자, 영상 관련 산업체 또는 기관 취업.

자랑스런 동문

민경원(1995년 졸업) 순천향대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김현희(1995년 졸업)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 
오윤홍(1995년 졸업) 동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민준기(1996년 졸업) 영화 <천군> 감독 
김동현(1996년 졸업) 동서대 디자인학부 교수 
이 난(1997년 졸업) 영화 <평범한 날들>, <비치하트예술>감독, <서울연애> 
프로듀서 
고현욱(1997년 졸업) 청주대 영화과 교수 
조범구(1997년 졸업) 영화 <퀵>, <뚝방전설>, <신의 한 수> 감독 
신창환(1998년 졸업) 영화 <말아톤>, <용의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프로듀서 
권호영(1999년 졸압) 영화 <평행이론>, <사이코메트리> 감독,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과 교수 
최주영(1999년 졸업) 영화 <원더풀 라디오>, <차형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촬영감독, 한국영화아카데미 촬영전공 지도교수
차지현(1999년 졸업)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잡는다> 제작, 기획 
유지태(2000년 졸업) 영화 <비밀애>, <올드보이>, <굿 와이프>, <스플릿>, 
<꾼> 주연 
이하(2001년 졸업) 영화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집 나온 남자들> 감독 
박종권(2004년 졸업) 스포츠조선 기자 
리 건(2004년 졸업) 영화 <신의 한수: 귀수편> 감독 
정익환(2005년 졸업) 영화 <미니문방구> 감독 
성시흡(2006년 졸업) 영화 <플랜맨> 감독, 평택대 공연영상 콘텐츠학과 교수 
유일승(2006년 졸업) 영화 <특근> 촬영감독 

교수님 한 말씀!! 영화를 알기 전에 세상을 아는 영화인이 되자.
선배님 한 말씀!! 영화 기술을 배우고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기 수업이 많아서 좋아요!

추천도서
영화 예술 / 데이비드 보드웰 / 지필미디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 조지프 캠벨 / 민음사
시나리오 워크북 / 시드 필드 / 경당

FF 영화 감상 및 비평 동아리
고감도 사진동아리
행간 창작 글쓰기 동아리

연극영화 분야 교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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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있고 창의적인 차세대 연극예술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연극전공
THEATER MAJOR
홈페이지: dktf.cyworld.com
전화번호: 031-8005-3110

1학년 극장실습1·2, 연기1·2, 호흡과발성1·2, 신체훈련1·2, 극장안정과무대기술1·2, 무대디자
인, 제작실습1

2학년 연극사1·2, 연출1·2, 대본분석, 연극감상과비평, 조명디자인, 화술1·2, 분장실습, 공연기
획, 뷰포인트, 의상디자인, 제작실습1

3학년 공연워크샵2·3, 연기3, 무대격투기술, 제작실습2, 한국전통소리·움직임, 무용, 무대경영,
제작실습3, 뉴씨어터프로젝트, 취창업전공세미나1·2

4학년 연극제작, 가창과연기, 매체연기1·2, 제작실습4, 연극독립프로젝트, 극작

학과소개

연극전공은 1988년 천안캠퍼스에 신설된 후 1999년 서울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2007학년도부터 학제를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으로 개편
하여 2007년도 2학기에 죽전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연극전공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교육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현장에서 활약하고 해외에서 이론과 실기를 연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래강사 역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출가, 연극교육자, 무대감독, 평론가, 극작가, 탤런트, 기획, 무대디자이너, 극장경영 
등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연기전공: 정확한 발성, 유연한 신체, 상상력, 표현력
연출전공: 분석력, 논리력, 상상력, 리더쉽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8년 천안캠퍼스 신설

재학생수 남 : 46 명
여 : 68 명

전임교원 수 2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연극영화
- 이수 가능인원 : 전공 2명, 학부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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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무대현장의 연기자 및 연출

자랑스런 동문

유지태(2000년 졸업) 영화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주연
조승우(2006년 졸업) <불꽃처럼나비처럼> 무명역, <타짜> 
고니역,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닥터지바고>
하지원(2007년 졸업) <7광구> 차해준역, <해운대> 강연희역, 
<시크릿가든> 길라임역
이요원(2008년 졸업) 드라마 <마의>, <선덕여왕>등 다수 출연
박해수(2008년 졸업) 영화 <마스터>, 드라마 <푸른바다의전설>, 
<육롱이나르샤>등 다수 출연
바다(최성희)(2010년 졸업) 그룹 S.E.S 및 뮤지컬 다수 출연
탑(최승현)(2012년 졸업) 가수 <빅뱅>, <아이리스> 빅역, 
<아이엠샘> 채무신역
지창욱(2013년 졸업) 뮤지컬 <쓰릴미>, 드라마 <웃어라동해야>, 
<K2>등 주연
박보영(2014년 졸업) 영화 <과속스캔들>,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등 주연
우도환(2019년 졸업) 영화 <마스터>, 드라마 <우리집에사는남자>, 
드라마 <구해줘>, 드라마 <매드독>등 출연

교수님 한 말씀!! 긍적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는 진지한 놀이공간!

선배님 한 말씀!!
우리에겐 늘 함께 가는 동기들과 선·후배가 있으니 힘들고 지치더라도 서로 
모두 힘을 내어 즐거운 연극전공이 되어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을 언제나 응
원합니다.

추천도서

연극의 역사 1 / 오스카 G. 브로켓/ 연극과 인간
연극의 역사 2 / 오스카 G. 브로켓/ 연극과 인간
서양명작희곡선 1/ 오세준 편역/ 책펴냄 열린시
서양명작희곡선 2/ 오세준 편역/ 책펴냄 열린시
서양명작희곡선 3/ 오세준 편역/ 책펴냄 열린시
배우와 목표점 / 테클란 도넬란 / 연극과 인간
연출가의 기술 / 케이티 미첼 / 태학사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 /크리스틴 링크레이터/ 도서출판 동인
연출가처럼 생각하기/ 마이클 블룸/ 연극과 인간

연이동 연극 이론 스터디 동아리
새벽 두시 버스킹 및 퍼포먼스 동아리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
무대기계 전문인 1급/2급/3급
무대조명 전문인 1급/2급/3급
무대음향 전문인 1급/2급/3급
문화예술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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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공연계를 리드하는 열정적인 예술인재 육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뮤지컬전공
MUSICAL THEATER
홈페이지: dktf.cyworld.com
전화번호: 031-8005-3122

1학년 시창청음, 배우의몸과움직임, 발성과화술, 음향의이해, 조명의이해, 노래기초, 뮤지컬가
사의이해, 공연진행실습

2학년 뮤지컬앙상블, 발레, 기초연기, 노래목소리, 합창, 뮤지컬제작실습
3학년 중급연기, 뮤지컬레파토리분석, 노래목소리, 뮤지컬댄스, 아크로바틱, 뮤지컬제작실습
4학년 고급연기, 오디션춤, 오디션노래, 오디연연기, 노래목소리, 졸업공연, 취창업전공세미나

학과소개

뮤지컬전공은 2001학년도에 천안캠퍼스에서 생활음악과 뮤지컬전공으로 설립되었습니
다. 2007학년도부터 학제를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영화전공, 뮤지컬전공으로 개편했
고, 이 중 뮤지컬전공은 2007학년도 2학기에 죽전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뮤지컬전
공은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로서 기초 음악이론과 실기레슨 등의 수업을 통해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뮤지컬의 필수요소인 춤과 기초연기, 고급연기, 발레, 현대무용 
등의 실질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유능
한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하는 많은 인
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뮤지컬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노래와 움직임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
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음악적 재능을 갖추고 음악의 흐름에 따른 신체
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학생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학과 

설립연도 2001학년도

재학생수 남 : 59 명
여 : 58 명

전임교원 수  1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연극영화
- 이수 가능인원 : 전공별 1명, 학부 총 4명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 공연영화학부 School of Theater an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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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졸업 후 극단 및 오디션을 통해 뮤지컬배우로 활동
심도 깊은 배움을 위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 영국 등으로의 유학 또는 
대학원 진학

자랑스런 동문

고은성(2010학번) 뮤지컬배우 
뮤지컬<위키드>,<그리스>,<여신님이보고계셔>,<머더발라드>등 출연 ,방송 
<팬텀싱어>출연
임정모(2011학번) 뮤지컬배우
뮤지컬<영웅>,<명성황후>,<그리스>,<RENT> 등 출연, 방송 <팬텀싱어>출연
강기헌(2011학번) 뮤지컬배우
뮤지컬<빨래>,<스위니토드>,<여신님이보고계셔>,<오페라의유령> 등 출연
김수하(2012학번) 뮤지컬배우
영국 웨스트엔드<미스사이공> 뮤지컬<외쳐조선>,<RENT> 등 출연
이종원(2012학번) 뮤지컬배우
뮤지컬<김종욱찾기><인당수사랑가><아이다>,<라루미에르> 등 출연
박선영(2014학번) 뮤지컬배우
뮤지컬<벤허>, <광주> 등 출연
이예은(2013년 졸업) 뮤지컬배우
뮤지컬<레미제라블>,<킹키부츠> 등 출연
이하나(2014년 졸업) 뮤지컬배우
뮤지컬<영웅>, <록키호러쇼> 등 출연
윤형렬 (2014년 졸업) 뮤지컬배우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 <모차르트>,<명성황후> 등 출연
장지후(2014년 졸업) 뮤지컬배우
뮤지컬 <호프>, <킹아더>, <그림자를판사나이>,<RENT> 등 출연

교수님 한 말씀!! 뮤지컬 공연계를 이끌고 갈 진정한 예술가들을 위한 공연영화학부 뮤지컬전
공!

선배님 한 말씀!! 독보적인 커리큘럼과 가족같은 끈끈한 정이있는 뮤지컬전공!

추천도서 뮤지컬워크북/데이비드핸슨
뮤지컬이야기/ 이수진, 조용신

동문 
체육대회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

뮤지컬 
신년회 매년 신년회를 개최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남의 장 마련

무대조명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예술인”

❏학과소개 

❏교육과정

도예과
DEPARTMENT OF CERAMIC ARTS

전화번호: 031-8005-3088

1학년 [1학기] 기초물레, 기초조형, 예술과공감 [2학기] 물레성형기법, 형태탐구, 예술세미나

2학년 [1학기] 전통도예기법1, 테라코타조형, 모형제작, 도자재료학, 기초컴퓨터
[2학기] 전통도예기법2, 조형도자, 형틀제작기법, 도자컴퓨터, 도자사

3학년 [1학기] 공예도자실기, 환경조형물제작, 캐스팅기법, 도자디자인론, 도자마케팅
[2학기] 옹기기법, 공방도자, 환경도자, 음식과그릇, 세계도자작품연구

4학년 [1학기] 도자오브제. 졸업작품연구, 제품디자인, 작가탐방, 취창업전공세미나
[2학기] 도자장신구디자인개발, 세라믹인테리어, 취창업전공세미나2

학과소개

우리 학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도예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목표로 전통과 현대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및 융합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인의 
기초를 쌓고 더 나아가 전문인의 기능을 갖춘 우수한 도예가를 육성하여, 이를 통해 
도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창의·융복합적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예관련 전반적인 교육과 창업, 타 분야 융합을 함께 배우는 것으로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양성을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필요한 
적성 도자 문화에 대한 관심과 도전정신을 가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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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학과 

설립연도 1972년

재학생수
남 : 33 명
여 : 107 명
총 재학생수 :　140 명

전임교원 수 4 명
교직개설 개설 여부: X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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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취업 / 창업 / 일반기업 / 공공기간 / 교육자 / 작가

자랑스런 동문

박종훈(1976년 졸업) 단국대 도예과 교수 역임 
박제덕(1976년 졸업) 동아대 공예과 교수 역임 
김혁수(1977년 졸업) 단국대 도예과 교수 역임 
조병학(1977년 졸업) 인덕대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교수 역임 
정충미(1977년 졸업) 현대도예원 대표 
한영순(1977년 졸업) 한국 도예고 교장 역임 
임진호(1977년 졸업) 현 강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이규형(1977년 졸업) 상지대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역임 
신창희(1979년 졸업) 신창희 그릇대표 
양승호(1979년 졸업) 유럽에서 작가 활동중 
강성곤(1984년 졸업) 현 호남대 도예과 교수 
임헌자(1985년 졸업) 현 단국대 도예과 교수 
조일묵(1986년 졸업) 현 단국대 도예과 교수 
김병율(1987년 졸업) 현 단국대 도예과 교수 
안병진(1987년 졸업) 여주대 도자문화예술과 교수 역임 
신 철(1987년 졸업) 청강문화산업대 도예과 교수 역임 
권혁용(1989년 졸업) 스튜디오 엠엔씨 대표 
강승우(1990년 졸업) 현 한국 도예고 교사 
유성욱(1990년 졸업) 현 이천제일고 교사 역임/한국도예고등학교 교사 
강흥석(1991년 졸업) 현 인덕대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교수 
최영무(1992년 졸업) 현 한국도자재단 근무 
이동하(1994년 졸업) 현 한양여대 도예과 교수 
김문정(1994년 졸업) 도예살롱 모네드 대표 
문지영(1995년 졸업) 설우요 대표 
김운석(1995년 졸업) 아마레츠 대표 
한정헌(1998년 졸업) 한정헌 도예연구소 
노승철(1996년 졸업) 노승철도예작업실 운영 
배영도(1996년 졸업) 배영도 로폼 
김종훈(1997년 졸업) 설우요 대표 
한종규(1999년 졸업) 도예공방 규 
김윤재(1999년 졸업) 곰아저씨 공방 대표 
함윤정 (1999년 졸업) 곰아저씨 공방 대표 

반디모아 도예과 작업 동아리

별바라기 문학, 독서 동아리

창업동아리 창업에 대한 소모임 동아리

독서동아리 독서 동아리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4차 산업의 미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자 예술 인은 사회적 변화에 가장 
미래 지향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며, 우리 학과는 더욱더 정통성을 가진 
도예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한날 한시가 흘러가는 귀중한 시간이니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추천도서
공예로생각하기 / 저:글렌 아담슨, 역:임미전, 전주희 / 미진사 
도자디자인스쿨 / 저:앤서니 퀸, 역:임진호, 김세은 / 미진사 
세계도자사 / 저:유성웅 

문화예술사2급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도자기공예기능사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 디자인학부 School of Design

“디자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codc/-50
전화번호: 031 8005 3100

1학년 기초디자인, 감각과디자인, 디자인표현, 컬러와이미지 등 

2학년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지털미디어그래픽스, 인포메이션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디자인기획, 디자인리서치 등 

3학년 출판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모션그래픽스, 3D그래픽스, UI/ UX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등 

4학년 뉴미디어디자인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프로젝트, 영상디자인프로젝트, 
브랜드디자인프로젝트 등

학과소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은 다양한 학문 간의 연구와 실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시각적 메시지의 의미, 전략 및 역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 문화를 수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편집, 포스터, 로고, 및 모션그래픽에서 정보 디자인, UIUX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이론과 시각적 시스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기술적 디자인 경험을 이해하고 배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한 대안과 
디자인 관점을 결정하고 시각적 의사소통을 위한 창의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교육을 
습득합니다. 

필요한 
적성

디자인은 도전적인 분야와 영역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분석적 
접근뿐만 아니라 시각적 메시지의 의미, 전략 및 역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개념화에 
필요한 시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언어를 디자인하고, 편견에 도전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디자이너의 모습은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7년

재학생수 남 86 / 여 219

전임교원 수 4명

교직개설 개설여부 : X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 디자인학부 School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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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국내외 대기업, UIUX 및 인터랙티브 디자인 전문회사, 광고 및 모션그래픽, 
패키지디자인, 디자인 에이전시, 캐릭터디자인, 3D모델링 디자인, 
게임디자인, 브랜딩 디자인 등 

자랑스런 동문

장훈종(1992년 졸업) 선문대교수, 전)LG애드 국장 
김진곤(1996년 졸업) 남서울대 교수, 전)SK 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인팀장 
박광수(1998년 졸업) 만화가, 『광수생각』을 비롯한 다수 저서 집필
박용락(1998년 졸업) 폰트릭스 이사
김장우(2000년 졸업) 스트라이크디자인 대표 
박영민(2000년 졸업) 바이널 대표 
문형모(2000년 졸업) mr.moon 대표, CF 감독, 서태지(Watch Out)을 
비롯한 다수 영상 제작 
채영숙(2000년 졸업)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부창조(2005년 졸업) 스티키몬스터랩 아트디렉터 
김진만(2005년 졸업) 전)넥슨 개발본부 실장 
서정호(2005년 졸업) 청주대 교수, 전 YTN 크리에이티브제작팀 팀장 
장순규(2013년 졸업) 2012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공희택(2016년 졸업)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다혜(2020년 졸업)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교수님 한 말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자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 합니다. 본 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디자인하세요. 

선배님 한 말씀!! 여러분의 노력이 언젠가 단비가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향하여 
매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추천도서
그래픽 디자인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 스티븐 헬러 저, 이희수 역 / 
시드포스트 
디자인 인문학 / 최경원 저 / 허밍버드 

동아리

Ding : 학과내 디자인 동아리 연합으로 연사초청 세미나 및 자체세미나, 작품전시, 워
트샵 등을 진행함
Unpint : 카툰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며, 즐거운 디자인을 추구함
Ading : 광고 아이디어 동아리로서 다양한 광고를 시도하며 공모전에 도전함
D-motion : 영상디자인 동아리로서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2D/3D영상을 제작함
D-film : 영상디자인 동아리로서 실사영상을 촬영 및 편집한 영상을 제작함
매쓰 : ‘매일 쓰리디작업 하나씩’이라는 의미로 3D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탐구 및 제작함

GTQ 1, 2급 (국가공인 그래픽기술자격: Adobe Photoshop) / 한국생산성본부, 
GTQi 1, 2급 (민간 그래픽기술자격: Adobe Illustrator)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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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감성·실무 그리고 혁신, 꿈을 디자인하다”

❏학과소개 

패션산업디자인전공
DEPARTMENT OF FASHION MERCHANDISE DESIGN
홈페이지: https://cms.dankook.ac.kr/web/fashion
전화번호: 031-8005-3130

학과소개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는 2012년 입학 시점을 기점으로 기존의 패션·제품디자인
에서 패션산업디자인전공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패션산업디자인과의 교육은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현대 패션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적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패션 및 잡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1. 전공기초교육, 전공심화교육 등 일련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디자인 기초 지식
과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동시에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수적인 창의적 사고력 
및 감성표현력을 개발합니다.
2. 패션디자인, 잡화디자인, 패션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리빙디자인), 디
지털 패션디자인, 의복 구성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참여중심의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실시, 디자인 현
장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키웁니다. 상기 교육을 통해 패션디자인 실무 및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산업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적성

본 패션산업디자인과는 패션디자인 관련 문제를 사고, 해결 및 응용하는 다각적 능력
과 패션 산업계 및 문화예술계를 통찰할 수 있는 발전적 시각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패션산업디자인과의 학생들은 명확한 표현능력을 바탕으로
한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 사회 현상, 예술과 사상, 
그리고 관련 기술 등 전공과는 상이한 영역에도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유연한 사고방식
이 요구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학생들의 적성은 패션산업디자인과의 전문화된 학부 교
육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어,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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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학과 
설립연도 2001년

재학생수 남 : 36 명
여 : 131 명

전임교원 수 4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https://cms.dankook.ac.kr/web/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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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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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일반기업 / 공공기관 / 비영리 부문 / 기타 등 그룹별로 작성해 주세요.

자랑스런 동문

임성현(01학번) 밀레 디자인실 팀장
최석환(02학번) 제일기획 마케팅 팀장
조만호(02학번) ㈜무신사 대표
김유경(03학번) 영실업 디자인실 팀장
이건오(04학번) ㈜무신사 실장
전성찬(05학번) ㈜무신사 실장, 前 LF 디자인실 전임, DKNY 디자인실 선임
김바위(05학번) ㈜무신사 운영팀 팀장
김잔디(05학번) 유니클로 VMD 전임
김소희(05학번) 로레알 마케팅 팀장
김유미(06학번) 이랜드 뉴발란스 디자인실 전임

1학년 패션드로잉 테크닉, 크리에이티브 패션 비주얼, 디자인과 색채, 디자인 컨스트럭션, 예
술과공감, 예술과 세미나

2학년
디지털디자인기초, 패션디자인입문, 어패럴 패턴 메이킹 1, 패션 히스토리 앤 컬쳐, 패
션디자인1, 패션 프로덕트 디자인 개발 1, 어패럴 패턴 메이킹 2, 디지털 패션디자인, 
디자인 마케팅, 디자인이슈와 컨텐츠

3학년
패션 프로덕트 디자인 개발 2, 패션디자인2, 테크니컬 어패럴 캐드, 페션 테크놀로지, 
취창업전공세미나1, 패션디자인워크숍, 디자인 전략과 기획, 취창업전공세미나2, 패션
테크놀로지 활용, 테크니컬 디자인 컨스트럭션

4학년

캡스톤 패션디자인 졸업연구1,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1, 크리에이티브 컨스트럭션1, 
국내인턴십1, 국외인턴십1, 캡스톤 패션디자인 졸업연구2,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2, 
크리에이티브 컨스트럭션2, 국내인턴쉽2, 국외인턴쉽2, 산업체 현장실습1, 산업체 현장
실습2

특별프로그램 ∎ 학생창업 1:1 지도 및 글로벌 활동을 위한 실무중심 코칭 프로그램
∎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

EDGE 잡화, 악세서리, 의상을 디자인 및 제작하는 동아리

담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션 매거진 동아리

GTQ 1, 2급 (국가공인 그래픽기술자격: Adobe Photoshop)/ 한국생산성본부,
GTQi 1, 2급 (민간 그래픽기술자격: Adobe Illustrator) /한국생산성본부,
컴퓨터패션디자인운용(TexPro운용마스터)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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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본 패션산업디자인과는 기존의 타 대학들과 달리, 패션 뿐 아니라 패션 잡화
와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전반 에 걸친 융합과 재창조의 신개념 교육을 자랑
합니다. 특히, 산학프 로젝트를 통한 실무 교육이 매년 진행되므로, 산업체에 
조기 취업하거나, 외국유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폭 넓게 제공됩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MOU를 통해, 학생들의 디자인을 바로 수출하는 등, 글
로벌 맞춤형 실무 인재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선배님 한 말씀!!

패션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가장 좋은 것은 패션 뿐 아니라 디지털 디자
인, 그리고 가방 디자인 및 제작에 관련해서도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방 디자인
이 이렇게 재미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지 몰랐어요. 강력 
추천 합니다.

추천도서 칼 교수의 마케팅 집중강의 / 히라노 아쓰시 칼 저, 노승완 역 / 북랩
패턴의 정석 / 이희춘 /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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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몸동작으로 표출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예술 실현”

❏학과소개 

❏교육과정

무용과
DEPARTMENT OF DANCE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dance
전화번호: 031-8005-3120 / 031-8005-2959

1학년 한국무용기초실기, 발레기초실기, 현대무용기초실기, 예술과공감, 외국무용사, 한국무용
사, 무용개론

2학년 현대무용실기, 한국무용실기, 발레실기, 무용창작론, 무용작품해설, 예술세미나, 무용미
학, 무용심리, 필라테스지도자워크샵

3학년 전공실기, 레파토리, 현대무용실기, 발레실기, 한국무용실기, 공연예술의이해, 무용즉
흥, 무용캡스톤디자인, 타악실기, 안무법

4학년 전공실기, 현대무용지도자워크샵, 한국무용지도자워크샵, 발레지도자워크샵, 취창업전
공세미나, 국내인턴십, 국외인턴십, 산업체현장실습

학과소개

무용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예술성을 고양하고 무용에 대한 연구
와 창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예술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에 대한 각 전공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무용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과정과 특별활동 및 현
장학습을 이행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적 자질을 갖춘 무용교육자 및 지도자, 안무가, 
무용치료사 등의 전문무용인을 양성합니다.

필요한 
적성

독창적인 창의력과 풍부한 표현력을 개발하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려는 열정을 가
진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9년

재학생수 남 : 32 명
여 : 153 명

전임교원 수  3 명

교직개설 없음

http://cms.dankook.ac.kr/web/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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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지역별 무용단, 예술행정관련 공무원
공연기획자 : 무대감독, 조명감독, 영상감독 및 연출자, 분장사, 무대의상 
디자인, 무용관련 CEO
예술 강사 및 교수
전공심화를 통한 지도자 양성 : 대학원 진학

자랑스런 동문

김선정(91학번)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교 무용과 교수
최은용(92학번)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교 무용과 교수
김정기(92학번) 한국전통예술원 강사
유영란(92학번)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유영주(93학번) 단국대학교 실용무용과 초빙교수
정수진(93학번)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황정아(04학번)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한경아(94학번) 인천예술고등학교 강사
최성욱(95학번)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정성진(96학번) Grand J Ballet 대표
진윤희(97학번) 계원예술고등학교 강사
정훈목(97학번) 벨기에 피핑탐 무용단원
배진모(95학번) 대전시립무용단 수석 단원
안문기(96학번) 경기도립무용단 수석 단원
김정기(99학번)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 관장 
이명헌(00학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서미선(01학번) 충남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이효민(03학번) 서울종합예술학교 전임교원
강진주(03학번) 충남예술고등학교 강사,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민윤미(03학번) 우석대학교 체육과 겸임교수
김진아(08학번) 천안시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송시윤(04학번) 인천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이종혁(03학번) 뮤지컬 안무감독
최리나(05학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사 강사
손수연(07학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사 강사
정세진(04학번) 충북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서희주(04학번)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평택대학교 강사
전예화(05학번) 인천예술고등학교 강사

무용작품감상 각 전공에 따른 무용작품을 여러 방면으로 감상함

타악 실기 무용에 쓰이는 악기를 다루고, 타악법을 익힘

막춤 단국대학교 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들과 타 예술분야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Art project

춤 예술 연구소 공연예술의 융합을 통한 관객과의 효과적인 만남 추구, 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프로젝트 공연 기획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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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능 자격증

정지윤(05학번) 트윈클 연구원
이루라(05학번)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강사
나연주(07학번) 천안시립무용단 차석단원
노하윤(07학번) 요가학원창업대표
황지은(08학번) 요가학원창업대표 
김수지(12학번) 요가학원창업대표
조수빈(07학번)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사 강사, 경북예술고등학교 
강사 
강미송(09학번) 수원문화재단 직원
전수진(08학번)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박윤희(08학번) 충남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이효비(08학번) 고양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민경림(08학번) 다크서클즈 무용단
박재혁(09학번) 다크서클즈 무용단 
조승렬(08학번) 국립무용단 정단원
김정은(08학번) J&dance art 대표 
김기영(09학번) 경기도립무용단 단원
박인혜(09학번) 서울기독대학교 무용과 강사
안지영(09학번) 강원예술고등학교 강사
강희진(10학번) 강원예술고등학교 강사
이예원(11학번) 한국무용협회 사원
이연주(14학번) 새만금 아리홀 무용단 무용수
최희주(14학번) 새만금 아리홀 무용단 무용수
정채미(11학번) 충무아트홀 직원
김동욱(11학번) 댄스플래너 대표
문태학(11학번) 국립발레단 준단원
정지민(11학번) 한림예술고등학교 강사
김지영(11학번) 강원도립무용단 정단원
김다솔(13학번) 강원도립무용단 정단원
최서인(12학번) 충북예총 직원
한상구(12학번) 충남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황수지(12학번) 와이즈 발레단 단원
이수아(14학번) 와이즈 발레단 단원
김지영(13학번) 광주시립발레단 인턴
이윤정(13학번) 대전시립무용단 정단원
박체빈(13학번) 정동극장 비상임단원, 서울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
노소희(14학번) 한국무용협회 사원
김은수(14학번) 광주예술고등학교 강사
김연희(15학번) 한국무용협회 사원 
장지수(16학번) 포천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

- 무용지도자자격증(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 문화예술사자격증(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 무용심리치료사자격증(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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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무용에 대한 연구와 창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예술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예술성
을 고양하고 각 전공별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풍부한 
표현력을 개발하고 무용가로서의 숙달된 기능을 습득하여 정서적 교감을 이
끌어내는 예술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배님 한 말씀!!

많은 공연활동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레파토리와 졸업 후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전형 실기와 이론 수업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용
관의 단독 건물로 실기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실기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강사진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_^

추천도서
•무용 예술의 이해/김말복/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 근대 무용사/김호연/민속원 아르케북스.
•발레, 현대무용 간추린 역사/잭 앤더슨 지음/서진은, 허영일 옮김/ 삶과 꿈

- 전통무용교육사자격증(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 전문안무가자격증(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 공연예술안무가자격증(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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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피아노전공”

❏학과소개 

❏교육과정

피아노전공
MAJOR OF PIANO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instrument
전화번호: 031-8005-3890

1학년 피아노실기A, 연주A, 시창청음, 음악이론(1,2), 고급시창청음, 심포닉콰이어A

2학년
피아노실기A, 연주B, 서양음악사(1,2), 국악사(1,2), 화성학, 음악공연기획, 
피아노문헌A(바로크), 피아노문헌B(고전), 피아노화성학, 피아노중주(A,B), 반주(1,2), 
오르간클래스, 피아노연주법

3학년
피아노실기A, 연주A, 취창업전공세미나(1,2), 피아노문헌C(낭만), 피아노건반화성(1,2),
피아노실내악(A,B), 피아노반주법(1,2), 피아노대위법(1,2), 
반주(3,4), 피아노문헌D(현대)

4학년 피아노실기B, 연주C캡스톤, 지휘법, 피아노교수법(1,2), 음악분석

학과소개

1972년 사범대학 소속 음악교육과로 출범한 본 전공은 1988년 음악대학으로 독립하였
다가 2020년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소속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은 학생의 음악적 소양과 재능을 계발·발전시켜 전문성을 함양한 인재로 양성하고 창
의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학부 피아노전공은 이론과 전공실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
량향상을 도모하고 매학기 개최되는 기획 연주회, 전공 연구 발표회,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경험을 제공하여 연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
니다.

필요한 
적성 음악에 대한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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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재학생수 남 : 18 명
여 : 63 명

전임교원 수 8 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http://cms.dankook.ac.kr/web/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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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음악교육(초·중·고 교사, 대학 강사, 대학 교수, 학원강사, 개인교습), 
연주자(개인연주, 관현악단, 기타 음악단체), 공연관련(음악기획, 공연장, 
문화재단), 언론분야(음악기자, 음악출판사 편집자, 방송국PD) 그 외 다양한 
관련 분야

자랑스런 동문
김덕기(76학번) 피아노 전공.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주성희(94학번) 피아노 전공. 단국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교수
조윤정(96학번) 피아노 전공.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교수님 한 말씀!!

피아노전공은 조화를 이룬 화음처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는 인재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이론, 실기 수업에 많은 연주기회 제공과 
함께 마스터클래스, 명사특강, 졸업생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의 시야와 선택의 폭을 넓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
류사회에 공헌하는 능동, 혁신, 헌신의 D3 인재 양성’이라는 단국대 목표를 
공유하는, 열정있는 교강사와 학생들이 모인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4년 동안 다양한 전공 수업과 전공 실기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
장하세요! 

추천도서

-건반음악의 역사/ 컬비/ 도서출판 다리
-고전파 피아노음악의 연주/ 로젠블룸/ 계명대학교 출판부
-바흐 건반악기 음악의 연주와 해석/ 바두라스코다/ 음악춘추사
-온 피아노 플레잉/ 산도르/ 음악춘추사
-위대한 피아니스트/ 쇤베르크/ 나남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번스타인/ 음악춘추사

피아노전공
연구발표회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연주회로, 교수진의 피드백을 통해 독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전공연구 발표회

피아노전공 
기획연주회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심도 있는 학업을 위한 기획 연주회이며, 매 학기에 다양한 주
제로 진행됨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앙상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아노 
중주 수업의 정기연주회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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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관현악전공”

❏학과소개 

❏교육과정

관현악전공
ORCHESTRAL INSTRUMENT MUSIC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instrument
전화번호: 031-8005-3891

1학년
[공통] 실기A, 연주A, 시창청음, 음악이론(1,2) 
현악전공 : 관현악중주, 오케스트라A
관악전공 : 관현악중주, 관악합주A, 오케스트라A

2학년
[공통] 실기A, 연주B, 서양음악사(1,2), 국악사(1,2), 화성학, 음악공연기획
현악전공 : 오케스트라B, 관현악중주, 현악합주A, 오케스트라레퍼토리, 서양음악사3
관악전공 : 오케스트라B, 관현악중주, 관악합주B, 오케스트라레퍼토리, 서양음악사3

3학년

[공통] 실기A, 연주A, 취창업전공세미나(1,2)
현악전공 : 현악문헌(1,2), 실내악A, 오케스트라B, 현악합주B, 오케스트라레퍼토리, 
클래스피아노(관현악)
관악전공 : 실내악A, 오케스트라B, 관악합주B, 오케스트라레퍼토리, 관현악법,
클래스피아노(관현악)

학과소개

1972년 사범대학 소속 음악교육과로 출범한 본 전공은 1988년 음악대학으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있으며 관현악전공은 관악, 현악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음악  예술대학 관현악전공은 학생의 음악적 소양과 재능을 개발  발전시켜 전문성을 
함양한 인재로 양성하고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인성을 갖
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음악학부 관현악전공은 이론과 전공 실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매 학기 개최되는 실내악 연주회, 현악합주 연주회, 관악합주 연주회, 오케스트라 연주
회 등 다양한 무대경험을 제공하여 연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음악에 대한 관심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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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재학생수 남 : 38명
여 : 92명

전임교원 수 10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X

http://cms.dankook.ac.kr/web/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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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음악교육(초·중·고 교사, 학원강사, 개인교습), 연주자(개인연주, 관현악단, 
기타 음악단체), 공연관련(음악기획, 공연장, 문화재단), 언론분야(음악기자, 
음악출판사 편집자, 방송국PD) 그 외 다양한 관련 분야

자랑스런 동문

김경환(79학번) 트롬본 전공. 단국대 음악대학 교수
유성주(79학번) 튜바 전공. 충남도립교향악단 수석
김대건(94학번) 오보에 전공,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인태영(96학번) 바순 전공. 단국대 음악학부 교수
박정도(99학번) 트롬본 전공.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은혜(02학번) 플루트 전공, 도립제주교향악단 부수석
이은혜(04학번) 바이올린 전공. Tesla Quartet 단원
서범수(10학번) 더블베이스 전공,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

교수님 한 말씀!!

관현악전공은 조화를 이룬 화음처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는 인재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이론, 실기 수업에 많은 연주 기회 제공과 
함께 마스터클래스, 명사특강, 졸업생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의 시야와 선택의 폭을 넓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
류사회에 공헌하는 능동, 혁신, 헌신의 D3 인재 양성’이라는 단국대 목표를
공유하는, 열정있는 교강사와 학생들이 모인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4년 동안 다양한 전공 수업과 전공실기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
장하세요!

추천도서 드보르자크, 그 삶과 음악/닐 웬본/PHONO

4학년
[공통] 실기B, 연주C캡스톤
현악전공 : 오케스트라B, 지휘법
관악전공 : 실내악B, 오케스트라B, 관악합주B, 지휘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현악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연주 하는 오케스트라 수업의 정기연주회

관악합주
정기연주회

관악의 목관, 금관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연주하는 관악합주 수업의 
정기연주회

현악합주
정기연주회

현악합주를 통해 현악전공 학생들의 합주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연주하는 현악합주 수
업의 정기연주회

관악,현악 
전공연구발

표회

독주 및 중주와 실내악을 편성하여 합주를 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합주실력을 
향상시켜 연주 하는 전공연구발표회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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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

❏학과소개 

❏교육과정

성악전공
VOCAL　MUSIC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web/kor/-207
전화번호: 031-8005-3908

1학년 음악이론1-2, 시창청음, 화성학,
이태리어딕션1·2, 성악실기, 연주, 콘서트콰이어

2학년
서양음악사1-2, 국악사1-2, 음악공연기획, 화성학, 
독일어딕션1·2, 클래스피아노, 고급시창, 성악실기, 연주, 오페라의 이해, 고급화성학,  
콘서트콰이어

3학년 불어딕션1·2, 성악문헌A·B, 성악실기, 연주, 성악앙상블1·2, 한국가곡의이해, 
취창업전공세미나1·2

4학년 성악실기, 연주, 스페인어딕션, 영어딕션1·2, 음성학, 오페라워크샵1·2, 합창지휘법

학과소개

성악은 음악의 여러 장르 중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예술 분야입니다. 성악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음악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음악적 능력과 기능을 겸비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회
에 나아가 예술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화적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악과 학생들은
학내 연주 및 오페라공연, 기획공연 등을 통해 실제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지도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욱 성숙
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필요한 
적성

건강한 목소리와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음악성을 겸비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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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재학생수 남 : 34 명
여 : 41 명

전임교원 수 8명

교직개설 미개설

http://www.dankook.ac.kr/web/kor/-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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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모임, 자치활동, 캠프, 학술발표회 등)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사회진출 분야 음악교사 / 대학교수 / 합창단 / 전문연주가 / 지휘자 등

자랑스런 동문

•정학수(1978년 졸업)
단국대 교수. 다수의 독창회 및 오페라, 오라토리오 주역,
<테너 정학수 한국가곡집>을 비롯한 다수의 앨범 발표
•장유상(1985년 졸업)
단국대 교수. 국제콩쿨 다수우승, 후지와라오페라단원, 다수의 독창회 및 
오페라, 오라토리오 주역,
<한국가곡전집>, <아름다운 우리가곡> 앨범 참여
•김난희(1989년 졸업)
단국대 교수. 다수의 독창회 및 오페라, 오라토리오 주역
•이영화(1990년 졸업)
단국대 교수, 국제콩쿨 다수 우승, 유럽에서 오페라, 오라토리오 주역 활동
5종의 독집음반 등 100개의 음반, DVD 및 저술활동

교수님 한 말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성악가로 꽃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성악과입니다.

선배님 한 말씀!! 실기, 이론 뿐만 아니라 전문 연주자로 폭 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연주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

시창과 청음연습 (이성천)
Songs (Carol Kimball)
가곡의 탄생 (이정식) 
오페라의 역사 (D.J. Grout) 

성악 연구 발표회 다수의 학생이 개인이 공부한 가곡 및 아리아를 연주 형식으로 발표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정기적으로 교내 또는 외부에서 오페라 공연

Le Voci 성악과 내 오페라 연구 모임.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오페라를 공부하여 
학기 초에 공연

연주회 클래스연주, 2~3인 연주 등 자유로운 형식의 연주 발표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음악심리상담사 (한국자격검정진흥원)



음악예술대학 College of Music and Arts / 음악학부 School of Music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

❏학과소개 

❏교육과정

국악전공
KOREAN TRADITONAL MUSIC
홈페이지: http://cms.dankook.ac.kr/web/koreanmusic)
전화번호: 031-8005-3926

1학년 국악개론, 국악실기, 국악실내악1, 국악실내악2, 음악이론, 국악교수학습방법, 관악타악
앙상블, 현악성악앙상블, 이론전공세미나, 전공실기

2학년 장구반주법, 국악실내악3, 국악실내악4, 합창합주지도법, 국악사, 서양음악사, 국악교육
론, 국악합주, 관악타악앙상블, 현악성악앙상블, 이론전공세미나, 국악연주, 전공실기

학과소개

음악학부 국악전공은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과 참된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1984년 
창설되었습니다. 전공 분야는 기악, 성악, 이론 및 작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악분야
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해금, 피리, 아쟁, 타악 8개 전공으로, 성악분야는 정
가, 판소리, 경서도창 3개 전공으로 세분되어 모두 13개 전공분야로 학생을 선발 교육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춘계(관악,타악,현악,성악) 정기연주회와 전공심화 발표
회, 추계 정기연주회 대학국악축제 참가 및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초청연주회와 국내 특별 연주회를 통하여 실기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
운 예술셰계를 펼쳐나갈 창조적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국악전공을 선택하려는 학생은 우리 전통의 전반에 대한 자부심과 평소 음악을 사랑하
는 마음, 국악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 및 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사명감이 있
어야 합니다. 다른 음악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악은 무엇보다도 예술적 감각과 더불어 
음악에 관한 적성과 재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악기를 전공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연주실기 교육경험과 평소 음악을 많이 듣고 체험하는 노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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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설립연도 1984년

재학생수 남 : 29명
여 : 84명

전임교원 수 5명

교직개설
- 개설 여부: ○
- 표시과목 : 음악
- 이수 가능인원 : 약 2명

http://cms.dankook.ac.kr/web/korea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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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학생활동(특별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 분야

· 국립국악원, 도립.시립국악원, KBS 국악관현악단 및 실내악단, 소규모 편
성 관현악단에서 연주활동
· 중.고등학교, 예술학교 교사
·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세계를 체득한 후 대
학에서 후진 양성
· 음악잡지, 방송, 음악기획사 등 음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

자랑스런 동문

김병곤(1989년 졸업) 대전연정국악원 기획실장, (사) 새울전통 타악진흥회 
대전지회회장, 목원대, 원광대 출강
조옥선(1989년 졸업)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악장
김성녀(1990년 졸업) 중앙대 교수,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전인근(1991년 졸업) (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사)뿌리패예술단 이사장,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감독, 단국대 국악과 
출강
심상남(1992년 졸업) 국립민속국악원 악장, 전주대 사습장원, 
신라문화제대제전 장원
이홍구(1992년 졸업) 국립 민속악단 단원
이석규(1992년 졸업) 재단법인 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팀장
이건석(1995년 졸업) 단국대 교수
전재철(1995년 졸업) 천안시 충남관현악단 악장
김경아(1995년 졸업)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2000년도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3학년 음악국악교수법, 국악가창지도법, 음악교과교육론, 세계음악,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 국악관현악, 관악타악앙상블, 현악성악앙상블, 이론전공세미나, 국악연주, 전공실기

4학년 관악타악앙상블, 현악성악앙상블, 이론전공세미나, 국악연주, 전공실기, 취창업전공세미
나, 국악관현악

성악.타악.관악.현악 춘계 
정기연주회

춘계 정기연주회는 국악과 전체 학생들이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하여 그동안 연마한 연주 기량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추계 
정기연주회(대학국악축제)

대학국악축제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의 정기연주회를 대학별 축제 형
식으로 묶어 국립국악원에서 진행됩니다. 그간 대학 구성원들만의 잔치가 
되는 정기연주회의 경향을 뛰어넘어 대학간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
하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심화특강 국악계의 유명한 연주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특강 국악계의 유명한 연주자 및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특
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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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여러분! 단국대학교 국악과는 모든 교육과정에 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교수
와 학생의 무한한 소통을 지향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세분화된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과 다양한 무대경험으로 사회적 수요에 적응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추천도서

우리음악이야기/ 서한범 / 태림출판사
한국음악론 / 윤명원 / 음악세계
조선후기 공연문화와 음악 / 임미선 / 민속원
악학궤범

교원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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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음악인을 양성하는 
경쟁력을 갖춘 학과”

❏학과소개 

❏교육과정

작곡전공
MUSIC COMPOSITION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web/kor/-208
전화번호: 031-8005-3918

1학년 음악통론, 작곡악기론, 음악이론, 컴퓨터음악, 시창청음, 작곡실기, 연주A

2학년 현대화성, 대위법, 합창편곡법, 현대음악입문, 고급컴퓨터음악, 서양음악사, 국악사, 음
악공연기획, 작곡실기, 연주B

3학년 현대음악, 대위법, 고전·낭만음악분석, 관현악편곡법, 컴퓨터음악작곡실습, 취창업전공
세미나, 작곡실기, 연주A

4학년 지휘법, 실용음악, 국악작곡론, 현대음악분석, 작곡실기, 연주C캡스톤

학과소개

작곡전공은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음악인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 정원이 적
은 편이어서 보다 심도 깊고 개개인에게 밀착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의 작품을 연주하는 ‘춘계작품발표회’와 ‘추계작품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
작의욕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국내외 저명 작곡가를 초청하여 ‘작곡세미나(연 2회)’와 현대음악을 많이 연주하는 
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자초청세미나(연 2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안목
을 넓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 창의적인 사고력과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성실하게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학생

필요한 
전공역량

자기
주도

지식
활용

논리적
사고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도전 지식
융합

세계
시민

상호
협력 공동체

○ ○ ○ ○ ○ ○ ○
학과 

설립연도 1988년

재학생수 남 : 14명
여 : 14명

전임교원 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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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진출 분야
대학교수나 작곡가로 순수음악 활동/음악교사/음악기자/음악단체 경영자/ 
음악치료사/음악출판사/방송국 PD/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편곡 및 지휘자/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 

자랑스런 동문

김인재(1988년 졸업) 합창지휘자, 제주시립합창단·전주시립합창단 제주특별자
치도립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최승식(1989년 졸업) 단국대 교수, 동아음악콩쿨, 창악회, 서울음악제 입상 
김봉호(1992년 졸업) 울산대 교수(학장역임).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동아음

악콩쿨, 창악회, 서울음악제(2회입상), 한민족창작음악
축전 입상 

신유진(1995년 졸업) 작곡가, 대학강사. 중앙음악콩쿨, 창악회, 서울음악제 
(2회 입상), 한민족창작음악축전 입상 

한종훈(1995년 졸업) 미국Lamar University 교수 
임연진(1997년 졸업) 작곡가, 대학강사.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 여성작곡가

회 연주 
최희준(1998년 졸업) 한양대 교수, 코리안심포니,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

자 역임. 독일 지휘 콩쿨 카라얀상(2003), 바트 홈부르
크 지휘 콩쿨(2005) 

최정훈(2000년 졸업) 작곡가, 대학강사, 동아음악콩쿨, 창악회, 서울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입상 

장선순(2002년 졸업) 작곡가, 대학강사, 동아음악콩쿨, 피아노듀오콩쿨, 바로
크합주단 공모 입상 

오혜주(2005년 졸업) 영화·드라마 음악 작곡가, 영화 세븐데이즈, 더 게임, 
고사, 미쓰go, 드라마 참 좋은 시절, 전설의 마녀, 미
래의 선택, 골든크로스의 음악 작곡 

현대음악 
연구회 현대음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악곡을 체계적으로 분석·연구

ACM
(Appreciati

on of 
Classical 
Music)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각 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하여 음악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창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모임

로직 프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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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tip

교수님 한 말씀!!

좋은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미술, 영화 등 예
술의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하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며 음악을 분석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배님 한 말씀!! 작곡전공 졸업생들은 다양한 음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추천도서

(새 들으며 배우는)서양음악사/허영한/심설당
관현악 기법연구/강순희/수문당
20세기 작곡기법/Leon, Dallin
대답 없는 질문/Leonard Bernstein
음악이론과 분석/김연
The structure of Atonal music/Allen For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