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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는 1981년에 설립되어 국제화 시대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사회인,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교양인,
독어독문학 및 독일학을 연구하는 학자, 독일어권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학과의 독
일어 수업은 ‘언어에 관한 유럽공동참조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지며 확고한 독일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둔다. 학생들은 4년간 독일어를 배움으로써 독일어 인증시험인
Goethe-Zertifikat B1의 언어실력을 갖추었음을 인증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교과과정이 설계되어
있으며,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김유동 교수
033-250-8161
yuhdong2001
인2-414호
독일드라마,
문예이론,
매체이론

소만섭 교수
033-250-8167
mssoh
인2-410호
문장의미론, 독일언어사회사,
미디어언어, 독일어교육론

학과 자랑거리
독어독문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학과프로그램
들이 마련되어있다. 먼저,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을 위하여 재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독일어공부를 도와주는 독일어멘토링 프로그램
이 있다. 스터디를 통해 전공공부와 대학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고 선후
배간 우애를 다질 수 있으며 독일어자격증(Goethe-Zertifikat B1) 취득
시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학과에서는 매년 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
여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하계어학연수프로그램(Ferienkurs) 장학금을
지원한다. 어학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독일어 구사능력 향상뿐만 아니
라 국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과 세계를 개척하는 도전정신
을 키울 수 있다. 그 밖에 연4~6회 인문학/취업특강을 통해 학생들에
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비전을 제시하여 자 아실현과 진로준
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교양)생활독일어1, 생활독일어2, 유럽의 문화와 사회, 유럽명작읽기, 유럽의 신화와 전설,
(전공)기초독일어1, 기초독일어2

2

기초독문법, 독일어회화 및 작문1, 전공독일어1, 독어학입문, 독일문학입문, 독일어번역연습1, 유럽문화학입문,
중급독문법, 독일어회화 및 작문2, 전공독일어2, 독일어어휘의 분석과 이해, 독일소설, 독일어번역연습2,
유럽놀이축제문화

3

독일어회화및작문3, 전공독일어3, 독일어문장구조, 독일드라마, 실용독일어번역, 유럽스포츠관광문화,
독일어회화 및 작문4, 전공독일어4, 독일문학사, 독일시, 독일어영어번역, 유럽대중영상문화

4

전공독일어5(ZD준비반), 신문방송독일어번역, 유럽공연전시문화, 산업경제독일어번역, 유럽문화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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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졸업 후 진로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과정

공공기관

좀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나의 식견을 넓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독일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언어를 실제 활용해 볼 수 있
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금융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종이니만큼,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
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일반기업
일반기업 무역&영업,
관광업계, 스토리텔링 작가,
콘텐츠기획, 언론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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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해외여행/ 여러 나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체험함으로써

경영대학
인문학부

재학생 인터뷰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책과함께/앤서니 기든스, 이종인 역)
새로 쓴 독일역사(지와사랑/하겐 슐체,반성완 역)
독일 단편문학 산책(신아사/오용록 역)
어느 사랑의 실험_창비세계문학 독일편(창비/알렉산더 클루게 외, 임홍배 역)

자랑스러운 동문
박영진(81학번) 농협중앙회

황일용(92학번) 국무총리실 사무관

윤덕창(82학번) (주)고려무역 대표

권성국(97학번) 홈플러스

김광호(83학번) 알리안츠생명

김진수(02학번) 우리은행

김미애(84학번) 미애드 대표

김규리(02학번) 춘천시청

송한섭(85학번) 현대자동차

이준섭(06학번) LG U+

최근 3년간 취업자
한웅기(09학번) 에티오피아 항공

김수경(11학번) 핀에어 항공

길민기(09학번) 일동제약

박시연(09학번) 강원도교육청

진우성(08학번) 서을 메트로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열린 시야와 열린 마음의 소유자
책읽기를 좋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을 펼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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