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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은 이화여대 설립자인 메리 F. 스크랜튼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2007년 3월 설립되었으며, '인성과 지식을  

겸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의 미래형 

학부입니다. 스크랜튼학부 학생은 자유전공으로 입학하여 강화된  

기초교육 등 다양한 공부를 한 후 1학년 말에 자신의 주 전공을  

결정합니다. 주전공은 전통적 학문 분과의 경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차원을 다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사범대나 의학· 약학 ·간호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야

통합적 문화연구 트랙  
한 사회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언어, 철학, 역사, 문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통합적문화연구 트랙은 바로 이런 철학, 	
역사, 문학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 트랙에는 전통적인 인문학 과목들인 언어, 	
문학, 사학, 철학 및 예술·문화 과목들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야인 심리학, 사회학, 정치	
외교학 등 다수의 사회과학 과목, 뇌·인지과학 등 자연과학 
과목, 그리고 법학 과목 등이 망라되어 있음

디지털 인문학 트랙  
디지털 인문학 트랙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전공을 	
두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구성됨.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
지털 콘텐츠 생산과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웹을 이용한 문화 연구, 
디지털 스토리텔링, 미디어 아트, 디지털 영상실습, 영화와 
철학, 정보디자인 등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디지털 인문학
과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과학 이니셔티브 트랙  
인간과 사회현상의 형성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탐구. 사회
과학의 기초 이론과 주요 사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사회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철학, 역사, 자연과학의 관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

과학융합 트랙  
사실을 추구하고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크고 작은 사안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에 과학 전공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조망하거나, 인접 학문에 과학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노력을 돕기 위한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과학	
융합 트랙 전공을 제공함. 기초 및 응용과학, 생명과학, 	
경영학, 전산학, 언론학, 환경학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

사회와 정의 트랙  
법, 행정 등과 같은 전문 분야에 진출할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학문을 	
폭넓게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인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문 · 사회· 자연 기초학문 분야, 법 · 정치 · 행정 등 응용	
사회과학 분야, 사회통계·조사 등 분석 및 방법론 분야의 
전공과목을 이수

자유전공학부라는 개념이 생소해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 스크랜튼학부는 흥미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부입니다. 스크랜튼학부에  

선발된 인재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고 1학년 말에 주 전공을 선택합니다. 주 전공은 사범대, 의대,  

약대, 간호학,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공을 문, 이과 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스크랜튼학부 최초합격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1년 또는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과 함께 해외연수 장학금 제공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H http://scranton.ewha.ac.kr

T 02.3277.6592

스크랜튼학부
SCRANTON HONORS PROGRAM

학업에 필요한 적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열린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학과 전망
스크랜튼학부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

갈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스크랜튼학부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은 미래의 지

식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습득하여 21세기를 주도할 고급 

인력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진로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설립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스크랜튼학부의 졸업생들은 사회의 다

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계

화된 교육과 다양한 관심을 가진 우수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다양한 학제적 프로그램, 그리고 소규모 강의를 통한 교수와  

학생들 간 밀접한 접촉 등은 스크랜튼학부를 이야기할 때 떠

올리는 장점입니다. 이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

의 자부심 역시 대단합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설립 이래 법학, 의학 분야의 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대학원,  

고등고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해왔고, 국내외 대기업으로도 수많은  

학생들이 진출했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이화

여대, 성균관대 등 국내 대학원뿐만 아니라 Harvard, University 

of Minnesota 등 해외 로스쿨로 입학한 많은 사례들이 있으며,  

로스쿨 이외에도 Yale, Columbia, Johns Hopkins, 파리정치대학, 

IHEID(제네바 국제대학원) 등 해외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등 고등고시와 회계사 시험에서  

또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해왔으며, 삼성전자, LG, KT, SK텔레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으로의 진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음

장학금 지원

신입생 장학금  최초 합격생 전원의 50%는 4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  

50%는 1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 단, 입학 이후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내 규정된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외연수 장학금  본교 국제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 

으로 파견될 경우 별도의 해외연수장학금이 지급(단, 입학장학금 

수혜자 대상 한정)

스크랜튼대학 > 스크랜튼학부 > 자유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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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과목

사고력과 글쓰기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두 가지 능력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소양과 합리적 사고력을 지닌 지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임. 보다 효율적인 교과
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분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짐

Writing and Discussion  
영어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분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짐

4개의 전공기초 교과목  
논리적인 사고력과 자기주도적인 글쓰기를 위해 주제에 
관한 심화학습을 다루는 교과목들임. 세미나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업에의 참여와 발표,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질 수 있도
록 운영됨

고등연구과목  
정해진 테마에 맞추어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 스스로 
주제선정과 탐구, 그리고 에세이 작성까지 주도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업들임.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일반대학원 및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회계사, 	
기자, 방송영상 전문가, 금융전문가, 변리사, 	
대기업 입사, 외교부·행정부 공직 진출

대표기업/기관

CJ E&M, 월트디즈니, IBM, 이스트소프트, 	
삼성전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S, 조선일보, 	
지학사, 외교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학과 활동

Scranton Sisters Program 스크랜튼학부 2학년생과 1학생 

들이 2:2 혹은 3:2로 한 팀을 이루어 전공에 대한 멘토링,  

학교생활 조언 등 친목을 도모하는 스크랜튼학부만의 독특한 

선후배 가교 프로그램

Scranton Honors Thesis Symposium 졸업 예정 학기에  

지도교수의 1:1 지도로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Honors Thesis를  

작성하고 Symposium에서 이를 발표함.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며 토론을 함으로써 창의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함양

ATE Honor Society 스크랜튼학부의 교과과정과 특별프로그

램들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우수인재들의 네트

워크인 ATE Honor Society에의 가입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 

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학문 간 담 낮추기 1학년 학생과 스크랜튼학부 전임 및 겸임  

교수들이 모여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전공 탐색

뿐 아니라 융합적 학문 추구의 필요성과 태도를 진작시키는 

기회를 제공

대학원생 튜터링 프로그램 문과생으로서 이과를 주 전공으로 선

택하고자 하는 스크랜튼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이 미적

분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방학을 이용하여 진행

ATE Trails 매년 가을 “융합학문을 실천한 이들의 발자취를 찾아

서”라는 테마로 학생과 전임교원들이 함께 가는 답사여행
스크랜튼학부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Honor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주 전공 이외에 스크랜튼 

학부의 융합학문 분야인 자기설계전공을 Honors Program의  

일환으로 이수합니다. 이를 위해 융합적 학문 트랙인 5개의 세부 

전공 트랙을 설정,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문 ·

이과의 구분 없이 자기설계전공으로 선택, 이수합니다. 따라서  

스크랜튼학부 입학생은 졸업 시 최소 2개의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스크랜튼학부 수업은 대부분 우리말 강의로 진행됩니다. 'Writing and Discussion'과 전공 기초과목 등 몇몇 과목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스크
랜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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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인지과학은 지각, 행동, 기억, 학습, 사고, 의사결정, 정서 등 

고등정신기능과 관련된 마음 및 행동의 근간인 뇌를 이해하고 그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과학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신경법학, 신경경제학, 뇌공학, 신경마케팅 등의 신 학문영역

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한 학문 분야입니다. 201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 뇌·인지과학 전공이 신설 

되었습니다. 뇌·인지과학전공의 교육 커리큘럼은 뇌·인지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공학 ·의

약학 분야와 뇌·인지과학을 접목하는 학제간 융합적 접근 방식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

과학과는 미래지향적 여성 융합학 전문가 배출의 산실로서, 뇌·인

지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 분야

뇌 ·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뇌의약학	
신경공학

주요 교과목

•	 	뇌 · 인지과학전공 학생은 전공과목을 포함한 단계
적인 교과과정들을 통해서 융합적이며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1학년과 2학년은 뇌 · 인지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뇌에 대한 생물학적, 	
해부학적, 인지과학 측면에서의 지식과 뇌 · 인지	
과학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별 주제에 대한 탐구, 
그리고 뇌 · 인지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
법론 등을 배우게 됨

•	 	뇌 · 인지과학전공 2학년부터는 실험실습을 통해 실
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뇌 · 인지과학과 생명과학, 
의학, 사회과학, 공학 분야와 연계된 과목을 통해 
심도 깊은 전공지식을 습득함

•	 	4학년 때는 독립 연구 과목 및 심화 과목을 이수함
으로써 가장 최근 연구 동향 및 기법을 접할 수 있
음. 이러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뇌 · 인지
과학의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졸업 후 준비된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2015년에 설립되어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배출되
지는 않았으나,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학과 내 연구시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 대학원 진학과 첨단 생명과학, 의약학 
분야 및 다국적 기업체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뇌과학이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학 기술관련 정부부처 및 미디어/마케팅 
분야, 교육 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됨. 2019년도 첫 졸
업생의 경우 모두 전문분야로의 진학을 선택하였음

대표기업/기관

국내 · 외 대학원 진학,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의학전
문대학원 진학, 의대 편입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체, 
변리사, 과학기자 등 전문 직종으로 진출 가능

뇌연구의 국제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뇌는 21세기 인류 최후의 연구 분야로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뇌에 대한 이해는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뇌를 이해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THE BRAIN INITIATIVE, Human Brain Project, Brain/MINDS),  

한국에서도 뇌연구촉진법의 제정으로 국가주도의 뇌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뇌 · 인지과학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국내외에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뇌의 작용 및 기전을 밝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생명과학, 법학,  

경제학, 공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뇌·인지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 http://scrantoncollege.ewha.ac.kr/BCS

T 02.3277.6701

뇌�인지과학전공
BRAIN AND COGNITIVE SCIENCE

학업에 필요한 적성
첫번째로 필요한 적성은 뇌·인지과학에 대한 흥미입니다. 지각,  

행동, 기억, 학습, 사고, 의사결정, 정서 등 고등정신기능과  

관련된 마음 및 행동의 근간인 뇌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적성은 도전

성입니다. 뇌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으며, 적극적 

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적성은 주도성입니다. 뇌 ·인지과학은  

의학 및 생명과학에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

고 이를 주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포인트

부설 연구소

• 뇌융합과학연구원

• 뇌질환기술연구소

• 분자행동신경과학연구실

• 뇌질환모델링연구실

장학금 지원

•  신입생 전원 장학금 혜택(최초 합격자에 한함) : 최초 합격

생에게 입학 성적에 따라 4년 또는 1년 동안 등록금 전액 장

학금 지급. 단, 입학 이후 장학금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교내 성적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해외연수 장학금 제공(최초 합격자에 한함) : 교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경우 별도의 해외연수 

장학금이 지급됨

학과 활동

• 뇌 ·인지과학 세미나

• 뇌융합과학원구원 탐방 진행

• 연구 참여 기회 제공 

기타 특장점

전공트랙제  전공트랙제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진로 탐색을 위해 구성되었음. 2학년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트랙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한 후 해당 트랙에서 요구 

하는 전공 및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비교과 활동 등을 수행함. 각 

트랙별로 트랙 교수가 체계적인 상담과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실시

하며, 재학 기간 동안 최대 2개의 트랙 이수가 가능함. 소정의 과

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 시 전공 학사학위와 더불어 총장 명의의 

트랙 인증서를 받게 됨

• 뇌 ·의학융합트랙(Neuro-Medicine Convergence Track) 

•  뇌 ·생명과학융합트랙(Neuro-Life Sciences Convergence 

Track)

스크랜튼대학 > 융합학부 > 뇌 � 인지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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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전공은 2001년 3월 국내 최초로 이화여대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학전공은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영어 전용 학부 교육 프로그램입

니다. 국제학전공에서는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역사학, 법학 등 

학제 간의 융·복합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학 이론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협상  

과정 교육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과 대등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International Law & Diplomacy 
Asian Studies

주요 교과목

Business	 Economics	 Diplomacy 
International Law 및 East Asian Studies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국내외 대학원 및 Law School 진학,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언론사, 컨설팅 기업체

대표기업/기관

삼성전자,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아리랑TV, 	
코리아타임즈, 삼성생명보험, 한국존슨앤드존슨, 	
구글코리아, KLM Royal Dutch Airlines, 
아시아나 라이센싱, 현대모비스, 국제교류재단, 	
신세계,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외환은행, 산업은행, 
STX중공업, 호텔신라, 쿠팡, KCC, 한국방송공사, 	
대신증권, 해양연구원, 동아일보사, UBS Bank, 	
포스코, 비엠더블유코리아, JP Morgan, 
한영회계법인, 비씨카드, 제일기획, 한국거래소, 	
키움증권, 현대자동자(주), 라이나생명보험, 호텔신라, 
KOTRA, 외교통상부, 로이터코리아, 신한은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르노삼성자동차, 	
한국필립모리스, 한국 3M, 한화케미칼,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상공회의소, 루프트한자, 	
IBK 기업은행, HSBC, GE Korea, 	
Standard Chartered,  Mercedes-Benz, 	
Boston Consulting 

What majors are offered at Ewha International Studies? 
Three Concentrations are offered at International Studies, including (1)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BE], (2) International Law & 

Diplomacy [LD] and (3) Asian Studies [AS].

What club activities are offered for students at Ewha International Studies?
Students can further develop their knowledge about international studies through academic clubs. Also, students can engage in diverse 

non-academic clubs. 

H http://dis.ewha.ac.kr

T 02.3277.6593

국제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

학업에 필요한 적성
국제학전공에서 개설되는 모든 과목들은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어 수업이 부담스럽지 않은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과 포인트

Global Lecture Series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현안들에 대해 강연을 듣는  

‘스크랜튼대학 글로벌 렉쳐 시리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

스로 문제의식을 가지며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과 활동

동아리, 스터디 그룹 자치 활동

•  EDiS(Ewha Debating Society) 국내 최초, 최고의 영어

토론동아리 중 하나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igh on 

Debate’ 워크숍과 토론 대회를 매년 개최

•  Biginner 국제경영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공유

하고 공부

•  VISTA : 사회 현안들에 대해 대학생들의 비판적인 시각과 견해를  

표현하는 웹진 발간

•  ACE : 경제 ·경영학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Bull’s Eye’ 저널  

발간, 스터디 세션 및 워크숍 등을 진행

•  LAWGIC : 국제학부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법 동아리

•  RiZE(Rhythm is Zealous & Enthusiastic) : 국제학부 유일의 

댄스동아리

•  POLITIKA : 국제학부의 정치 동아리로 세계 이슈를 조사하여  

공유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제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  

논의, POLITIKA 학회지 발간 

그 외 International Studies Internship, Global Challenge 

도전학기제, TELOS 국제기구 � 외교 � 지역 전문가 트랙이 마련

되어 있음

기타 특장점

Concentrations  졸업 전 요구학점을 취득하면 국제학부장과 스

크랜튼대학 학장의 이름으로 인증서를 부여. Concentration은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뉘는데, 지원자는 자신이 선택한 커리큘럼

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까지 GPA 2.70 이상을  

충족해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스크랜튼대학 > 국제학부 > 국제학전공

국제
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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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학전공은 2015년 3월에 신설된 인문사회 융복합 프로 

그램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함께 공부하는 학제 간 프로 

그램으로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분석력을 갖춘 글로벌 

시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전통과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과  

국제기구, 미디어, 비즈니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 

리더를 배출합니다.

세부 분야

Cultural Studies		 Ethnic Studies
Global Governance	 History
Literature and Anthropology

주요 교과목

Korean Film and Culture, Korean Economics 
and Business, Korea History, Korea Literature, 
Korean Sociology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인문사회학 	
과목들을 통해 융복합 및 지역학으로서의 글로벌	
한국학의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음

졸업 후 진로

진로현황

국제 저널리즘, 국제협력/개발분야, 비즈니스, 정책학
(Public Policy), 이민정책(다문화) 분야로 진출 가능

경제/경영  한국진출 글로벌 기업, 해외진출 한국 기업 
취업

미디어/저널리즘 국내외 신문, 잡지, 방송국, 문화 경영

교육, 연구  국내외 대학원 진학, 국제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국내외 대학원 진학,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국제 협력 및 교역  국내외 국제 기구 임용, 관련 정부
기관 임용, 무역분야 창업

각종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문화관련 기업체 등의 
취업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대표기업/기관

진출 대표기업  주식회사 DOT, 김앤장

진출 가능 기관 및 학과명  국내대학원 EWHA BIG 
DATA학과, EWHA 한국학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인턴십), 	
이화여대 언어교육원(http://elc.ewha.ac.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인턴십),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http://kcri,ewha.ac.kr)

What is Global Korean Studies?
The Global Korean Studies B.A. program is the University's new interdisciplinary area studies established in Spring 2015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s and interests in Korean culture and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Global Korean Studies major offers an under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 which encourage students to explore different aspects of Korean culture through intercultur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What is th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
The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offers all major courses in English so student are expected to have an advanced level of 

speaking and writing proficiency in English language upon admiss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H http://scrantoncollege.ewha.ac.kr/ks
   http://koreanstudiesatewha.blogspot.kr

T 02.3277.6702

글로벌한국학전공
GLOBAL KOREAN STUDIES

학업에 필요한 적성
한국문화 또는 북한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며 그 특성을 세계에 알리 

고자 하는 국내 학생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학과 전망
한국문화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사회와 통일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고자 모든 과목은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전지구화의 진행으로 인해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맞춰 국가 인권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과 포인트

주요 실적

2016 Global Korean Studies Forum 글로벌한국학 전공

생들은 서강대와 한국외대의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Global 

Korean Studies Forum 에 참가하여 학과 소개 및 본인들의 

활동을 발표하였음

해외교류 현황

미국의 Indiana University, SUNY at Binghamton, 유럽의 

University of Copenhagen 등의 한국학, 동아시아학 프로그램, 

일본의 Rikkyo University 등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2015년 여름에는 노상호 교수의 지도로 10명 

의 국제학부 학생이 태국 왕립 쭐라롱콘대학교 한국학과를 

단기 방문하였고 그 외 다음과 같은 해외 교류 활동을 실시

• Ewha-Yale Conference

• Ewha-Harvard Summer School Program

•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H-CAP)

•  국제교류재단 이스쿨 파트너 대학 : University of Hong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Goethe University Frankfurt, University of Bonn,  

Fudan University 등

•  Visiting Professor(Spring 2017) : 미국 SUNY Binghamton

의 Michael J. Pettid 교수님께서는 글로벌한국학 방문교수로 

1학기 동안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Understanding  

Korean Religion을 맡아서 가르치심

학과 활동

자치 활동

•  Spring & Fall Reception : 매 학기 초 학과 전체의 개강잔치를  

갖고 학과소식을 나누고 신입생들은 환영하는 자리를 가짐.  

또한, 2019년 학과동아리를 신설하여 한국문화 연구자들의  

강연 및 타 대학의 한국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추진 

동아리 활동

•  Global Korean Culture Society(GKCS) :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나누는  

동아리

기타 특장점

한국학 강연 시리즈(Korean Studies Lecture Series) 한국  

관련 분야의 학자, 저술가, 기업가, 외교관 등 국내의 명사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연구, 업적, 경험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한국학 특강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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