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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1947년	전공학과로	정식	발족한	국어국문학과는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위에	국학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며,	학계와	교육계,	방송,	언론,	광고,	문예	창작	등	각	방면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전문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전문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my.ewha.ac.kr/kukewha
02. 3277. 2140 / 02. 3277. 2137
02. 3277. 2138

학업에 필요한 
적성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다양한 문학 

작품과 자료를 읽고 해석해 낼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현황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 시인, 소설가, 희곡작가, 비평가, 동화작가, 출판·편집인,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아나운서, PD, 방송작가, 공무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대학원 

대표기업/기관  EBS교육방송,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해커스교육그룹,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강사업본부, 삼성전자, 현대오토에버, SK플래닛, SPC, 대한항공, 김앤장법률사무소, 아이소이화장품, 

에코마케팅 등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한국문학의세계(1), 한국고전소설읽기(2), 한국한문고전강독(2), 시조가사론(3), 한국구비문학의세계(3), 

한국고전소설의세계(3), 한국한문학의세계(4), 향가와고려가요(4)

국문학
(고전)

한국현대문학의이해(1), 한국현대소설론(2), 한국현대문학비평의실제(2), 창작의이론과실기(2), 한국현대시읽기(2), 

문예창작론(3), 희곡의이론과분석(3), 한국현대소설작가연구(3), 한국현대시론(4), 문학연구방법론(4)

국문학
(현대) 

한국인의언어구조(1), 한국어형태론(2), 언어와여성(2), 한국어음운과문자(2), 우리옛말강독(3), 한국어의미론(3), 

한국어의문장구조(3), 한국어능력개발의이론과실제(3), 한국어의뿌리와역사(4), 화법과미디어언어(4)
국어학

*괄호 안의 숫자는 교과목 이수 권장 학년

학과포인트

 국어국문학전공을 하려면 글을 잘 써야 하나요?

글을 잘 쓰는 것은 국어국문학전공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글쓰기가 적성에 맞거나 글쓰기가 특기인 학생이 

국어국문학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 실력은 입학 후 전공 과정을 이수하면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어국문학전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은 현재의 글쓰기 실력보다는 인문학이나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 취업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길러진 학문적 능력은 타전공 영역으로의 발전과 응용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며,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육자의 길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을 살려 

언론 매체, 출판사, 광고회사 등에 취업하거나 시인이나 소설가, 드라마 작가 등 창작자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주요실적

전문적인 교수진과 양질의 교과과정으로 교육부 주관의 우수학과 평가 

각 전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임 교수가 있어 전문성 있고 질 높은 수학이 가능합니다. 시, 소설,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 수업은 현직 소설가 및 시인 등 작가가 운영하여 양질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분야의 전공 수업이 고르게 개설되어 있어 관심 분야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과 활동

학술답사   1년에 한 번 국어국문학적으로 의미 깊은 명소를 1박 2일 동안 돌아보는 국어국문학과의 봄 정기 행사

국문인의 밤   가을에 진행되는 학과 축제로 국문과 출신 선배님의 특강을 듣고 국문과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는 행사

불휘   국어국문학과 소속 동아리로 매년 창작 문집을 간행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

부설연구소

국어문화원/한국어상담소   한국어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 

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어국문학 분야 전임 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며,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학술발표대회와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합니다. 1972년 한국어문학 

연구소에서 시작된 한국어상담소는 각종 매체와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및 각종 교육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내·외국인 대상 개별 상담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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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문화적	원천이라	일컬을	수	있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진수를	올바르게	체득함으로써	동양의	정신적	근간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문학은	경학,	사학	등의	일반	

학술	사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언어,	문화를	역사,	철학	등의	분야와	연계시켜	수학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ttp://my.ewha.ac.kr/zhongwen
02. 3277. 2151

학업에 필요한 
적성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입학하게 된다면 흥미롭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수업과 

해외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중국어 실력을 증진시킬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이라면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로현황   대기업, 은행, 항공사, 신문사, 방송사, 외국 공관, 정부 각 기관, 국회, 번역사, 통역사, 출판/기업/금융계 

진출, 교수, 교사, 연구원, 대학원 진학 및 중국학 연구를 위한 중국어권/영어권 유학  

대표기업/기관   CJ제일제당, 이마트, CJ ENM, 진에어, 신한은행, TBWA, 호텔롯데, 동양증권,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북하우스, KT&G, 니베아서울,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 LG CNS, IBK 기업은행, GS리테일, LG상사, 

액센츄어, 중국공상은행(ICBC), 롯데백화점

취득자격증   HSK 5급, 6급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중국문화의이해, 중국문학사, 중국학입문, 중국고전시가, 한문강독, 중국현대문학사 문학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어학

해외교류 현황

북경대학(北京大学), 복단대학(复旦大学)과 협약. 그 중 학부생 대상(2학년 이상)으로 8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상해 복단대학교에 파견하는 PAGUS 해외학기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외국어 집중교육을 시키는 해외 수학 

프로그램으로서, 본교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포인트

학과 활동

동아리/스터디그룹자치활동

• 중문인의 밤   매년 11월 중국어 연극을 상연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

•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   1박 2일 캠프로, 참가자는 교내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긴밀한 교류와 

협동을 통해 한중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된 프로그램

• 이화 중국어 토론대회, 중국 유학생 및 교환학생과의 교류

• 중국어 원어 연극회, 중국 지역학 연구회

부설연구소

중국문화연구소   2008년 창립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사업, 심포지엄 

개최, 학회지 발행, 자료실 운영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구소로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한중 문화 교류,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 수립에의 기여 등 실용적 방면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中國

 중국문학은 조금 생소해요. 중국 문학에는 어떤 종류,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중국문학은 《詩經》이래 4천 년 이상의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 분야는 시, 소설, 산문, 희곡, 신화, 사곡, 현대문학 등이 

있습니다.

 중어중문전공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화권에서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진출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로 중문과 출신 인재의 활동 범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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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가	1년간	머물며	강의한	학과!	한국	여성	최초	WHO	국장을	배출한	학과!	1957년	창립된	

불어불문학과는	지난	60여	년간	프랑스	문학	및	언어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글로벌	지역	전문가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와	지역학	분야를	강화하고	그	범위도	

프랑스어권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http://france.ewha.ac.kr
02. 3277. 2176

학업에 필요한 
적성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 프랑스와 프랑스어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 프랑스어를 배워 

국제무대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이 온다면 불어불문학과에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현황  대학교수, 교사, 번역사 및 연구원, 방송사 및 신문사 등의 언론계, 외교관 및 국제기구, 기업체 및 금육기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방송작가 및 영화평론가, 출판계 및 문화예술계 등

대표기업/기관  이랜드, 삼성SDS, 부루벨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김앤장법률사무소, 서울에어로컨설팅, 에이블 

씨엔씨,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 LG화학,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신동아 

건설, 대우조선해양, 신한은행, CJ제일제당, CJ ENM, 로레알 등

취득자격증   DELF/DALF, TCF, TEF 등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프랑스어와문화, 프랑스어회화, 멀티미디어프랑스어, 프랑스어문법과작문, 프랑스언어학기초, 

프랑스어의미와활용, 프랑스어구조와활용, 프랑스어번역연습, 시사실무프랑스어 등
불어학

프랑스문학사, 프랑스시의세계, 소설로보는프랑스역사, 프랑스연극, 프랑스단편소설, 프랑스영화 등불문학

프랑스지역학입문, 프랑스어권지역의이해, 영화로보는프랑스사회와문화, 프랑스대중문화 등불문화·지역학

전문프랑스어와현장, 불어불문학인턴쉽 등전공실습

학과포인트

학과 활동

Padam Padam   본교 재학 중인 프랑스어권 교환학생들과 서울의 여러 지역들을 탐방하며 함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e Canard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만드는 학과 신문으로 불어불문학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학회 활동입니다.

Ensemble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불문인의 밤’ 행사로, 프랑스어 뮤지컬 동아리가 주도해 재학생, 졸업생, 

교수진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부설연구소

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   2016년에 신설된 본 연구소는 프랑스어권 지역에 대한 연구 및 교류, 프랑스어권 

지역 연구의 전문화와 이론 심화, 프랑스어권 지역과의 교류 확대와 내실화, 학술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 현황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 투르대학교 산하 고등교육기관 Institut de Touraine과 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2학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파견함으로써, 학생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원어민들과 소통하며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어불문학과에 가려면 프랑스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프랑스어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교양 교과목으로 기본프랑스어 수업이 있으니 초보자라도 도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프랑스어와 관련된 일들, 인문·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프랑스 문학, 프랑스 어학, 프랑스 

문화·예술, 프랑스 지역학·유럽학에 대해 공부합니다. 따라서 교수, 지역 전문가와 같은 전문직은 물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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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1963년	창립	이래	전통적인	독일문학과	언어학	영역의	체계적인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소양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적	

감각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전문	여성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생활과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http://my.ewha.ac.kr/german
02. 3277. 2186  

학업에 필요한 
적성

독일어와 독일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독어독문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업에 적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일어권과 유럽의 문화, 예술,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독어독문학과의 학업과 여러 비교과 활동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로현황  국내외 대학 교원, 통번역 전문가, 언론계, 출판계, 공연예술계, 외국공관, 기업체, 금융계

대표기업/기관  독일계 기업과 기관(BMW, 도이치뱅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독약품, 아데나워재단, 독일 

대사관, 독일문화원 등), 언론계(YTN 등), 문화재단(LIG 문화재단 등), 국가기관(통일부 등), 공기업(한국관광공사 등), 

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대한항공, 삼성그룹, LG그룹, 금융계(신한은행·외환은행 등), LH공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한국방송, CJ CGV, 출판사(시공사 등), Sony Pictures, JW Marriott, 삼성 등 한국 대기업의 독일 지사 근무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문학텍스트분석의기초, 독일소설읽기, 독일드라마, 독일고전문학, 독일현대문학, 독일문학과사회독일문학

독문법연습, 독일텍스트읽기, 독일어회화, 독일언어학의기초, 독일언어와문화독일언어학

유럽속의독일문화, 독일어권공연예술이론, 현대독일미학, 독일문화비평, 독일어권매체문화학, 독일어권음악기행
독일어권 

문화지역학

학과포인트

장학금지원

김정옥 독문과 인재양성프로그램   우수신입생과 학부생의 면학을 독려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이화-괴팅엔대학 국제교류 및 하계어학연수 장학 프로그램   괴팅엔대학에 교환 장학생들을 매년 파견하는 

한편, 전공생들의 글로벌 소통능력 개발을 위해 여름방학 한 달간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 

입니다.

학과 활동

동아리/스터디그룹 자치활동

• 학술부   독문학 외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

• 편집부   소식지 “LIEBEN”을 발간

• 독문과 원어연극동아리 “Auf die Bretter”   매년 최소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작품 낭독회 “브레터의 밤”을 개최

자치활동   

• 독문과 학생들과 독일 교환학생들이 함께 하는 국제독일어캠프

• 매년 2학기 종강 전 독일식 크리스마스파티 “Weihnachtsfeier”

• 독문과 학생회 주도로 본교 다양한 전공의 독일 교환학생들과 교류하는 친목모임 “Stammtisch”

국제교류 프로그램

PAGUS 해외학기 프로그램   매년 2학기에 재학생 10~15명이 독일 본 대학에 특별교환학생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학기는 이화여대 독문과에서, 1학기는 독일대학에 체류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서, 

외국어문학 전공 학생에 대한 이화여대 인문대의 특별 지원 정책입니다.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방학 기간에 전공 교수의 인솔 하에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과 연계된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 세미나에 참여하고 지역 문화를 탐사한 뒤 돌아와 학점을 이전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설연구소

독일어권문화연구소   독일어권 국가들에 대한 인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지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6년 3월에 설립되어, 독일어권에 대해 심층적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사회적 

수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의 수립 필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립적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적 연구인력 

확보 등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해도 독어독문학을 전공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 교양 독일어 과목 및 전공기초 수업 등을 통해 독일어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장학금을 받아 독일 현지에서 독일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어 실력은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유용한가요?

현재 한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에 가입된 회사는 54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독일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여 독일어 수요가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독일 진출이 활발한 점, 특히 독일 내 한국학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국내 독문학 전공생들의 진로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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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사학과는	1955년	창설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에	맞는	지성과	사고력,	

그리고	비판적인	역사의식	및	역사적	통찰력을	키우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시대와	국가를	망라한	인간들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또한,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에	걸친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안목을	갖고	사회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사명감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history.ewha.ac.kr
02. 3277. 2215  

학업에 필요한 
적성

사학은 인문학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기초 학문 체계의 중심에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학 학습에 필요한 적성은 

근본적인 학문 연구를 위한 덕목들, 이를테면 진리 탐구 의지, 학문적 호기심, 논리적 글쓰기, 성실함, 정직함 

등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이 됩니다. 나아가 인간과 제도의 과거에 대한 관심, 특정 현상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 등이 있다면 사학 학습의 동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진로현황  교사, 공무원, 교수, 박물관 학예사, 연구소 연구원, 방송기자, PD, 작가, 출판계

대표기업/기관  대한항공, HDC 현대산업개발, 웅진코웨이, 삼일회계법인, 부산은행, 이화여자대학교, 롯데 

브랑제리, 현대백화점, 방위사업청, 선거관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박물관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한국의역사와문화, 한국근대사의전개, 한국여성생활문화사, 한국의전통과민속문화 등한국사

동아시아의역사와문화,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 일본사, 중국근세의사회와문화 등동양사

서양의역사와문화, 역사학의이해, 서양현대사의흐름과세계, 중세유럽문명 등서양사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4단계 BK21 <공존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와 세계사 교육 연구팀> 운영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사로 나아가는 최근 역사학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거시적 역사 분석력을 가진 차세대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화사학연구소 “질병과 국가” 연구사업팀 운영   

202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질병과 국가: 병(病)에 대한 관리와 대응의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하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소는 1963년 창설되었으며 한국사·동양사·서양사를 어우르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재학술지 『이화사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화사학총서, 이화의료사총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구사연구소   지구사연구소는 2008년 발족되었으며 여전히 유럽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세계사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전 지구적 조망과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사·지구사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

자치 활동   

• 우리 문화유산 답사   사학과 봄, 가을 정기답사

• 사학인의 밤   학술 심포지엄 등 개최

• 전공별 학술 교양 학회   대학원 선배 및 전공 교수와 함께 각국의 역사와 문화학습

동아리, 스터디그룹 자치 활동   

• 답사반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세미나, 사전 답사, 자료집 준비 등 정기답사 관련 활동 및 연구

• 학보반   1년에 두 차례 사학과 학보 <사학이오> 간행

 암기에 약한데 사학전공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학전공 수업은 부분적인 암기보다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과 구조를 중시합니다. 역사학을 부담스러운 암기과목으로 생각하는 대신 

흐름과 구조의 측면에서 큰 줄기를 따라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교양과목 수강 후 학년에 맞는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수강하길 권합니다. 수업과 함께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참고도서 읽기를 병행하며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가의 견해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나요?

21세기 사회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학을 전공하면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에 걸친 폭넓은 교양과 

역사의식,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업 외에도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박물관 

학예연구사, 출판사 편집자 등 여러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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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철학은	지식의	체계라기보다는	탐구이자	사색의	행위이며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	봄으로써	그에	대한	생각을	

체계화시키고	창의적	사고와	명석한	논리로	인생과	우주에	대한	지혜에	이르고자	함을	목적으로	삼는	학문이	곧	

철학입니다.	철학과는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철학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http://my.ewha.ac.kr/philos
02. 3277. 2205  

학업에 필요한 
적성

인간의 삶과 사회공동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자 하는 학생, 좀 더 나은 세계를 설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고 다각도로 이해하고 종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철학과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현황  방송사·신문사 등 언론계 활동, 시인, 소설가, 사진작가, 극작가, 영화제작, 예술비평, 철학과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등

대표기업/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이마트, 마인드케어 심리치료센터, 세이브존, HMK 리서치하우스, KBK 특허법률 

사무소, 컴투스, STX 미래연구원, ELCA KOREA, 매일경제, 한국관광공사, 대림산업 등

취득자격증  <철학> 중등 2급 교사 자격증, <도덕·윤리> 중등 2급 교사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서양고대철학, 서양중세철학, 서양근세철학, 논리학, 실존철학, 언어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 포스트모더니즘과철학, 예술철학, 여성주의철학, 역사철학, 철학자연구, 과학철학, 사회정치철학, 

철학문제연구, 철학교육 등

서양철학

동양철학입문, 동양고중세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한국철학, 한국근현대철학, 동양근세철학, 

동양현대철학 등
동양철학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 철학연구소를 통한 철학교육 관련 철학마당(지역 도서관·문화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을 거점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진행), 토요철학교실(초·중등생 대상의 철학 수업 프로그램), 철학콘서트(시의적절한 철학적 이슈에 

대한 대중강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인문아카데미(본교 철학과 신진 학자들로 운영,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성인 대상 철학 강좌 및 원전탐구) 등 다수의 철학 강좌를 주최합니다.

• 한국 여성 철학회 등 학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철학연구소(eip@ewha.ac.kr	/	http://eip.ewha.ac.kr)   철학교육연구실, 동양철학연구실, 서양고대철학연구실, 

분석철학연구실, 예술철학연구실, 여성철학연구실 등을 운영하며, 철학 안의 다양한 분야 연구 및 철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철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철학화를 위해 다양한 

강좌와 활동(철학올림피아드, 철학마당, 토요철학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

자치 활동   

• 철학인의 밤   철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학술 세미나 및 친목 활동

• 콜로키움   논문 발표 뒤 토론 세미나

• 철학전공학술잡지   편집부활동 및 「우리는 생각한다」 발간

동아리, 스터디그룹 자치 활동   

형이상학 세미나, 논어 스터디, 중국철학 스터디, 이화 분석철학 세미나, 심리철학 스터디, 들뢰즈 스터디 등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철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철학 전공자는 논리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어떤 업무 분야에서라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언론계, 행정(공무원) 및 법조계, 기업 등으로 진출해왔고, 자신의 뜻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교육과 철학 

상담과 같은 실천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철학은 탐구이자 사색의 행위로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철학사 공부를 통해 인간 사유의 역사를 배우고, 윤리, 

사고방식, 대상에 대한 존재인식 등의 변화 양상을 배웁니다. 또한, 문화, 예술, 심리, 언어, 역사, 여성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근본을 

탐구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개척하는 사유 방법 등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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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과

기독교학과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뜨거운	

감성과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며,	신학자,	목회자,	교육자,	활동가	

등으로	아시아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ttp://my.ewha.ac.kr/christa
02. 3277. 2195

학업에 필요한 
적성

타자를 향한 세심한 관심에 가치를 두는 학생, 인간과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학생, 내면의 성찰과 사색에 가치를 

두는 학생, 종교학·심리학·사회학·언어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공부에 가치를 두는 학생이라면 기독교학을 통해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현황  신학자, 목회자, 상담가, 정치가, 사회활동가, 문화예술가 등

대표기업/기관  록시땅 코리아, 홀트아동복지회, 미담장학회, 굿잇츠, 코카콜라 코리아, 삼성전자, 지아이 

이노베이션, CTS, 교보생명, 월드비전, 아시아경제TV, 현대 G&F, 메이커스 딩고 뮤직, 대한성서공회 등

취득자격증  종교 교과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위기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놀이아동상담사 3급, 기업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신약성서의세계, 구약성서의세계, 복음서연구, 오경연구, 성서희랍어, 성서히브리어성서신학

조직신학입문, 기독교신학과현대사상, 현대신학조직신학

인간관계와자아발달, 목회상담학의이론과실제, 종교와심리학목회상담심리학

한국기독교사, 세계기독교역사, 동아시아교회사교회사

세계종교와한국종교, Religions of Korea, Religions of Asia선교학

예배학, 예배·문화·예술캡스톤디자인예배학

기독교윤리와사회문제, 기독교윤리학, 한국사상과기독교윤리기독교윤리

발달이론과종교교육, 기독교교육학, 성서교육방법기독교교육학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전문 상담가 배출   신학과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심도 있고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력 배출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신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 마련

신학자 배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수의 신학자와 교수 배출

부설기관

여성신학연구소   1993년 3월 4일 초교파적 연구기관으로 설립. 국내의 여성신학운동과 한국적 여성신학 정립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의 온전한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여성신학의 

신학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 이를 위해 여성 평신도와 여성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교육, 여성신학 세미나, 학술대회, 

여성 신학적 연구 및 출판, 자료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함.

이화목회상담센터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전문 여성상담가 육성을 목표로 설립. 

평신도 여성 교육을 위한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와 상담실습을 위한 인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부부상담, 인터넷상담, 신앙상담 등을 제공함.

학과 활동

개강예배   학부, 대학원생, 교수님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추수감사 페스티벌   이화 감사 채플 공연

콜로키움   학술 심포지엄 및 논문 발표

 교직이수과정이 있나요?

네. 비사대 교직으로 종교 교과 교직 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을 전공하면 목회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화목회상담센터가 목회상담협회의 교육 기관 회원이므로 졸업 후 추가 학점을 취득하여 목회상담사 2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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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영문학부는	영미	문학·언어·문화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문학적	능력을	함양하고,	

탁월한	언어	표현	능력과	문화	해석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공생들은	교과과정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텍스트	해석	능력,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	현대에	필수적인	문화적	소통	능력을	학습해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http://english.ewha.ac.kr
02. 3277. 2156 

학업에 필요한 
적성

영어영문학부는 영미 문학, 언어, 문화, 사회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전공 

분야입니다. 학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수강하고 전공 트랙을 밟는 동안 전공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면서 진로를 개척합니다.

진로현황  국제기구, 금융계, 언론계, 행정, 법조계, 외교, 회계, 통역, 번역, 컨설팅, 공연문화예술, IT, 교육계, 학계 등

대표기업/기관  구글코리아, 국민은행, 국민일보, 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김앤장법률사무소, 

능률교육, 카카오, 로레알코리아, 롯데쇼핑, 롯데카드, 리츠칼튼 호텔, 부산국제영화제, 삼성전자, 샤넬(유), 서울시 

교육청, 신한은행,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에스티로더컴퍼니즈, 엘지생활건강, 이랜드, 포스코, 씨티은행, 

한국존슨앤드존슨, 현대백화점, CJ제일제당, CJ ENM, H&M, IBK 기업 은행, KBS, MARS Korea, NH농협, 

SK텔레콤, TV조선, YG엔터테인먼트 등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17·8세기영문학, 18세기영국소설, 19세기영소설과근대성, 낭만주의와근대문학, 미국문학개론, 셰익스피어, 

현대영국소설, 현대시와사회, Introduction to Drama, Eighteenth-Century Fictions, Film and Literature, 

British and American Film, Modern and Contemporary American Novel, U.S. Minority Literature 등

영문학 

영어음운론, 영어의미론, 영어사, English Syntax, Advanced English Grammar, Language and Culture 등영어학

Reading and Writing Non-Fiction, English Presentation and Debate, Thesis Writing 등전문영어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TELOS 트랙   영어영문학부는 타전공 교과목과 연계된 Culture & Technology(CT), Storytelling & Translation 

(ST), Global Literacy(GL), Advanced Studies(AS)로 나누어 전공생들이 특화된 융복합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졸업 후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

동아리   

• BEINGS   영어연극동아리. 1930년 초연 이래 매해 공연, 연극인 및 공연전문가 다수 배출 

• Debate Association of EWHA   영어토론동아리. 국내외 영어토론대회 수차례 수상

• NEW WAVE   영화동아리. 영화 감상, 토론 및 단편영화 제작

• Weekly Poetry   현대영미시동아리. 졸업 후 대학원 진학

• Writing Club   영어창작 글쓰기 동아리. 매년 영어창작집 발간

• E-SoEL   영문학고전연구동아리. 학년별 공부 모임

• 2%   중세 및 르네상스 영문학 학술동아리. 문집 정기적 제작

해외교류 현황

미국 American U, Barnard College, Boston U, Columbia U, Clark U, Temple U, U of Hawaii at Mānoa, 영국 

Manchester U, U of Birmingham, U of Edinburgh, U of Nottingham, 캐나다 U of British Columbia, 호주 U 

of New South Wales, 홍콩 U of Hong Kong, 대만 National Taiwan U, 일본 Kyushu U 등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영어영문학을 전공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영어교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다. 학년별로 구분된 전공 교과목에서 다양한 원서 

읽기와 영어강의(전공 교과목 중 60% 이상 영어강의)를 경험하고, 졸업 전에 영어졸업논문을 작성해가면서 영어 읽기, 쓰기, 분석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인문학적 소양과 영어영문학의 전공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영어 실력과 

영미 세계의 이해는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기에 영어영문학부의 교육과정은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