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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학전공
EU의 중심, 문화 융합을 통한 글로벌 세계로의 창의적 도약!
학과소개

EU의 리더

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 서있는 독일은, 사회통합을 통한 안정, 건강한 공동체 윤리에 의거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복지 시스템에 의한 균형 잡힌 사회실현 등 여러 측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
알리안츠, 바이엘, 다임러와 폭스바겐 등은 세계 시장을 주름잡은 ‘Real Champion’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해내면서도 그들만의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독일학전공은 단순히 독일어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독일 지역과 문화에 대한 글로벌 교육과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어
해외취업 역량에도 도움 될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독어독문학과’로 시작한 고려대학교 독일학전공은, 2017년 새로운 이름과 함께 단순한 어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과가 아닌 문화와 지역학 중심의 변화를 꾀하고, 더 넒은 세계를 마주할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학전공이 추구하는 역량은 크게 3가지로, ‘글로벌 소통역량’, ‘진취적 추진력’, ‘융합적 사고역량’입니다.
독일어 또는 독일학 관련 교과목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독일 등 EU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글로벌 소통 역량), 직접 기획하고 현실에 부단히 적용해 보는 응용자의 실천역량을 추구하며,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수용력이 높은 자(진취적 추진력), 문화의 상호교류 및 혼융의
시대에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문과 경영, 과학을 넘나드는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 세계화 시대에 독일학은 기존의 독어학과 독문학 연구를 통한 그 지역 문화의 이해와 수용을 뛰어넘어,
독어권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같이 현지에서 어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독일 관련 기관 탐방,
독일어 강좌 수강 및 자격증 응시 장학금 등 독일 문화에 대한 적응과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해외 지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Industry 4.0에 있으며, 탁월한
혁신력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춘 독일에 대한 첫 발걸음을 독일학전공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구분

글로벌 소통력
독일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 습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초 독일어Ⅰ
독일어 기초 회화Ⅰ
기초 독일어Ⅱ
독일어 기초 회화Ⅱ

중급독일어Ⅰ
중급독일어Ⅱ
독한번역연습
의사소통의 독어학

ZD DeutschⅠ
ZD 회화연습
시사독일어
ZD DeutschⅡ

독일의 강소기업
독일의 스포츠산업

독일지역학

독일과 유럽연합
독일의 대중매체

예술로 본 독일사
독일 정치와 문화
독일의 복지제도

독일의 친환경 정책
독일 공연예술과 콘텐츠산업

-

독문학개론
독일문화학
독문학사

한독문화비교
독일의 대중문화
독일 연극의 이해

독일 문학의 주제연구
독일의 대중문화

독일 기업의 마케팅전략

독일 IT 4.0과 한국의 미래산업
문학치유
독일 사이버문화
독일문화융합콘텐츠

독일어권 지역 전문성
독일어권 지역 및 문화 전반에 걸친
지식

타문화 공감능력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공감능력

융합적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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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해외교류 프로그램
독일학전공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Freie Universität Berlin,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University of Bonn,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Albert-Ludwig Universität Freiburg, Witten/Herdecke University
등 고려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여러 대학들과의 학점 교류를 통한 세계로의 안목을 넓힐 수 있으며, 학과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에는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하이델베르크 대학교) Ferien
Kurs(여름방학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같이 현장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장학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독일학전공

졸업 후 진로

외국계 기업체

언론 및
통역 분야

국가 공무원

독일어권 기업체

독일어권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서 독일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Volkswagen AG(자동차 산업, 여기서 AG란 ‘Aktiengesellschaft’로, 독일어로
‘주식회사’라는 뜻입니다.), Alianz AG(보험산업), EON AG(전기/가스 산업), Daimler
AG(자동차 산업), Siemens AG(전기공업 산업), METRO AG(도소매 유통 산업), BASF
AG(석유화학 산업-플라스틱/염료), Bayerische Motoren Werke AG(BMW AG, 자동차
산업), Aldi Nord(마트 산업), Deutsche Post AG(우편 배송), DHL AG(운송 산업),
NIVEA AG(화장품 산업) 등 찾아보면 생각보다 낯익은 이름의 회사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직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번역가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비롯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독일어로 작성된 문학 등의 컨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또는 반대로 번역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역가

외신 기자회견이나 VIP와 동행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릴 수 있습니다.

국정원, 한국관광공사

채용시험에 독일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외국어분야의 전문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 승무원

승객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에서 비전공자를 더 많이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일학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여행사

타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법을 학습하기
때문에,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즐거운 여행을 선사하는 여행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등

독일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교류로 인해 독일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독일 대사관과 주한독일문화원 Goethe-Instit의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관광 계열

독일 관련 기관

진로/취업 관련 자격 및 시험
Test Daf(대학 시험용)/ 인증기관 : Test Daf 연구소
독일 대학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입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일어 능력 증명
시험입니다. B2 이상의 언어능력이 요구되며 사전 지식과는 무관하게 700-1,000단위의 독일어 수업을 이수해야합니다.
Goethe Zertifikat/ 인증기관: 인증기관 : 주한독일문화원
유럽언어 공통 기준에 따라 6단계(A1,A2,B1,B2,C1,C2)로 나뉘어지며 ZD는 B1등급을 가리킵니다. 독일에서 대학 예비자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공식 증명서를 원하거나 독일에서 거주 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응시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주로 표현 사용력을 요구하고,
읽기, 문법, 듣기, 쓰기, 구술 시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Gothe Zertifikat는 괴테인스티튜트 독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으로 A1부터 C2 까지 모든 레벨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
험을 보는 것이 가능하며, 독일의 괴테문화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통 A1, A2 수준은 SD(Start Deutsch) 라고 하며, B1 수준을 ZD라고 불렀
으나 ZD는 어디까지나 B1 시험을 일컫는 것이고, 꼭 괴테 인스티튜트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Goethe Zertifikat
은 더 이상 ZD로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Telc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인증기관: 어학원
Telc 시험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공용화된 자격증이며 Gothe와 같은 수준의 공
신력을 지닙니다. Telc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업활동에 필요한 증명서인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증명
서인지 등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DSH / 인증기관: 각 대학교
DSH는 Test Daf와 마찬가지로 B2 수준부터 볼 수 있는 시험이며 주로 독일권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험입니다. 대학교별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공식 어학능력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교의 DSH 시험 점수로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은 DSH 1-2-3로 나뉘며, DSH1는 B2, DSH2는 C1, DSH3는 C2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전공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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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학생자치활동

국제화 역량 장학금

독일학전공 학생회

독일학전공에서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전문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관련 기관을 탐방하거나,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독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어
자격시험(주한독일문화원 시험, 공인독일어 시험, Test DaF 등) 응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독일 문화원, 사설 독일어 학원, 인터넷 강좌 등
독일어 강좌 수강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간 행사에 있어 크게 개강총회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체육대회, 학과 교류전, 입실렌티, 고연전,
종강총회까지 여러 행사의 기획 및 진행,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이 나타내기 힘든 민원·불만사항 등을 학우들을 대표하여
발의하고 처리하며, 항상 독일학전공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리더십 장학금
독일학 전공의 동문 장학금으로, 독일학 전공 학생회의 추천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동문 선배님들이 찾아오시어 장학금 전달 행사와
더불어 진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가이스트 / 축구 소모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학 전공의 축구 소모임입니다. KUZMA,
글로벌 체육대회 등 축구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대회가 없을 때는
매주 월요일 풋살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뷰파인더 / 영상 소모임
캡스톤 디자인 장학금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개발을 위해 캡스톤 디자인 형태의 학부생
연구 및 공모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전도 참가하고, 장학금도 받아갈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장학금
독일학 전공 학생들의 취업활동(인턴십, 취업관련 캠프 참여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융합 장학금
두 개 이상의 전공을 함께 융합하여 학생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 연구하고 공부하는 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예를
들어 영미학 전공과 독일학 전공을 융합해 영어와 독일어의 비슷한
점, 차이점 들을 알아보고 글로벌경영 전공과 독일학 전공을 함께
융합하여 독일의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찾아보고 각 나라에
들여올만한 아이디어들을 창업계획서로 작성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공 학습 스터디
독일학 전공의 수업을 들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독일어,
또는 더욱 더 보충해야할 부분들을 독일학의 학우들과 스터디를 통해
심화학습 해나가는 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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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란 카메라에서 촬영 범위나 구도 따위를 보기 위하여
눈으로 들여다 보는 부분을 말합니다. 카메라의 뷰파인더처럼 ‘영상
제작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다’는 모토를 가진 소모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소모임원들의 관점과 시각을 영화에 고스란히 녹여
세상을 보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뷰파인더는 영상 편집 스터디를
포함해 학기별 프로젝트 영상들을 다각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뮤지크 / 대중가요 소모임
독일학 전공의 대중가요 소모임으로 학기 말 공연을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내지는 1년에 1회씩 자체적으로
정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학과 음악 소모임과도 지속적으로
협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미리보는 독일학전공
독일학전공에 관심 있으신가요? 하지만 독일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고민되시나요? 먼저 가볍게 영화 한편을 보고 독일 문화와
독일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어를 포함한 학문적 영역들은 입학한 뒤에 배워도 충분합니다.

독일학전공

[추천 영화] Er ist wieder da 그가 돌아왔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독일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역사,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알고 계시나요? 역사적 과오를 참회하고, 후손들에게
교육하며 시사점을 알리려는 독일은 히틀러를 캐릭터화 시켜 블랙코미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서 2000년대로 건너온 히틀러, 예나 지금이나 대중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결국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대사에서 히틀러(=가치관)는 사라질 수 없고, 결국 너희의 일부라는 말을 남깁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죠. 한국인에게나 독일인에게나 꽤 따가운 말일 것입니다. 독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결국에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나치스의 헤게모니에 대한 시사점. 블랙 코미디 영화이지만 ‘진정 웃고 넘어가도 될 일인가?’라는
되물음을 통해 관객들을 꼬집는 영화입니다. 꼭 한 번 시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Haben Sie sich...nie gefragt, warum die Leute mir folgen?
Weil Sie im Kern genauso sind wie ich.
Sie teilen die gleichen Werte.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Sie können mich nicht loswerden.
Ich in ein Teil von Ihnen. Von euch allen.

당신은 나를 없앨 수 없어.

사실 다들 나랑 똑같거든.
다들 똑같은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나는 당신의 일부야. 너희 모두의 일부.

Q&A
Q. 입학 전에 독일어를 배워야 하나요?

Q. 어학 교육 관련 장학금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학 전공은 신입생들을 위한 기초독일어와
독일어기초회화라는 과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워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공학습 스터디, 독일어 강의 수강(독일문화원, 사설
독일어학원, 인터넷 강좌 등), 독일어 자격시험 응시, 어학연수 지원 등
여러모로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장학금들을 바탕으로,
입학 후에도 충분히 뒤처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어학 수업이나 외국인 교수님 수업을 제외하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A. 독일학 전공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매 학기 각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역량 개발을
위해 여름방학 하이델베르크 독일 어학연수, 독일어 향상을 위한
활동, 독일어 강좌 수강, 독일어 자격시험(주한독일문화원의 시험 및
공인독일어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Test DaF 응시 비용 지원)의
4가지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독일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독일어 스터디를 개설해도 되고, 기존의 스터디 그룹에 합류해
독일어도 공부하고 프로그램 활동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Q. 교환학생은 꼭 다녀와야 하나요?
A.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주시는 질문인데요, 교환학생은 본인
희망 하에 견문을 넓히고 싶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취업이나
진학과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를
이용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어학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환학생
심사에 지원할 수 있지만, 중급독일어 1-2를 완전히 수강한 이후에는
교수님의 서명이 들어간 어학능력 증빙자료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고려대학교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파견 교환학생들의 후기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어볼 수
있 습 니 다 . 또 한 교 환 학 생 및 어 학 연 수 관 련 정 보 카 페 [ KG N
Lounge]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Global Network
를 통해 해외 교환학생 협정 대학들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교환학생
선발부터 현지 생활 및 귀국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공안내서

76

입학을 꿈꾸는 예비 독일학전공인에게
안녕하세요, 역사 깊은 독일학전공 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여러분!
독일어가 배우고 싶어서,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던 학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학과, 독일학전공을 소개합니다.
독일어를 처음 배웠을 때, 영어와 달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문법 구조가 아주 논리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의 성서
번역이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서를 읽으니까 성서보다는 동화책을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말 성서에는 한자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딱딱한 느낌이 강했는데, 성서의 독일어 문장이
현대인이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꽤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첫 동기 치고는 어이없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
언어를 배울수록 매력과 재미를 느껴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독일 기업에 진출해 직업 분야를 넓혀가는 방법도 있지만, 독일학전공을 바탕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한독
상공 회의소, 독일 상공 회의소 등의 기관이나, 대형 로펌이나 국제 법률 사무소 또는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학생들이 독일어권 대사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금융권과 무역계 회사들에서 유럽
마케팅, 해외 영업부에 근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내에서 독일의 위상이 학과의 전망과 크게 관련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독 이데올로기 경쟁이 끝나고 조금
더 다국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고, 직업 현장에서 essential한 영어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독일은 경제 불황 속에서 청년 실업률이 7.4%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에서도 다국적으로 이용하는 언어입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우리 학과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두. 세 달에 한 번 꼴로 한국인 작가 초청, 작품 소개, 낭독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한국 작품에 대한 통-번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지의 사람들을 고용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작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죠.
독일어는 유럽의 제 1외국어로 자리잡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EU에서 향후 수십 년간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할 전망이고, EU간 FTA 발효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가 더욱 더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일학전공을 지망하는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독일-유럽에 관한 관심을 포함해 여러분 기본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포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재기자단: 송유창, 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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