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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설립된 우리 학과는 지난 30년동안 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교수 5명의 지도 아래 130여명
의 재학생이 프랑스어와 문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있는 학과이다. 우리는 프랑스 역사와 철학을 비롯한
서양문화를 통찰하고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불어와 불문학을 고찰한다.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프
랑스 문학, 문화 등을 통해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젊은이를 사회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과에
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운 상상력이다. 이를 목표로 끊임없이 교과목을 검토하여 시대에 발맞춰 꾸
준히 변화하고 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김남연 교수

김언자 교수

김용은 교수

김익진 교수

김종로 교수

033-250-8176
kimnyhee
불문학

033-250-8172
roseline
불어학

033-250-8173
misan
불문학

033-250-8171
moliere
불문학

033-250-8174
jrkim
불어학

프랑스현대문학,
프랑스문화,
유럽문화

언어학(발화이론),
응용불어학
(불어교수법)

19세기 유럽사상사,
플로베르,
현대소설

프랑스문학,
프랑스인문치료

자유간접화법,
멀티미디어 외국어
교수법

학년별 교육과정
1

프랑스어연습, 초급프랑스어

2

중급프랑스어, 프랑스문학의이해, 프랑스단편읽기, 프랑스문학과번역, 프랑스문학산책, 프랑스현대시,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권문학강독, 프랑스어문법연습

3

고급프랑스어문법, 프랑스고전극, 19C프랑스소설,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예술치료,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음성
학, 프랑스살롱문학, 프랑스현대시, 프랑스문학과예술

4

프랑스현대문학,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역사와언어, 번역연습, 전문프랑스어, 프랑스현대사회, 프랑스영화와이상
심리, 프랑스문학과치유

전학년

꿈-설계 상담

학과 자랑거리
어학연수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Jean Monnet대학과 7+1프로그램)
DELF자격증 능력대비반 운영
신입생프랑스어STUDY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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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홈페이지 http://france.kangwon.ac.kr
주한 프랑스문화원 http://institutfrancais-seoul.com
프랑스신문 르몽드 http://lemonde.fr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기내통역 승무원이 되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제 꿈은 항공 승무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빵을 좋아하여 제빵사가 꿈이었던 저에게
짧았던 비행 중 승무원의 모습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운
항과로 진학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던 중, 고3 담임선생님의 제자이자 대한항공 승무
원 분을 직접 만난 후 강원대학교 불어불문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술
(skill)보다는 바탕이 되는 기본(language)를 배우는 것이 낫다는 조언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학과에 진학한 지금, 저는 언어 뿐 아니라 여러 프랑스문학을 접하며
인문학적 소양과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llege of Humanities
Division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예술치료, 인문치료등의
연계과정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지금 가장 관심있는 것은 프랑스어와 학업입니다. 졸업 하기 전, 불어로 완벽한 의사

경영대학
인문학부

재학생 인터뷰

일반기업
언론인, 방송인, 통·번역인,
소설가, 예술가, 큐레이터,
출판기획가, 공연기획,
여행사, 승무원, 상담심리전문가,
금융인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마담 보바리(민음사/귀스타브 플로베르)
이방인(민음사/알베르 카뮈)
어린왕자(인디고/생텍쥐페리)

자랑스러운 동문
김도연(85학번) 소설가

유자영(03학번) 에어칼린 항공

한승태(87학번) 시인, 학예사

류동진(03학번) 대우건설 알제리지사

허소영(89학번) 강원도자원봉사센터장

장인환(05학번) 유로자전거나라 프랑스지사

주분남(90학번) 강원리서치

김미소(07학번) 삼성물산 모로코지사

이도경(92학번) 문학박사, 강원대강사

박다희(09학번) 승무원

최근 3년간 취업자
박혜란(09학번) 공무원

김다운(11학번) 하이원리조트

박다희(09학번) 승무원

김지영(11학번) 공무원

김현선(09학번) 우리은행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프랑스어와 문학을 바탕으로 문학, 영화, 연극, 문화기획, 무역, 관광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
아직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상상력과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
2018 Department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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