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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 대학 및 학과(부)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 전공 명칭(국문/영문) : 유럽지역학 / Combined Minor in European 

Studies

3. 교육목표 및 전공의 개요 :

- 유럽지역이 정치/경제·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재부상

하는 시점에서 유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수요가 증가함. 

- 유럽지역에 연계된 강의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하나의 

체계적 전공으로 조직할 필요가 발생함.

- 본교는 이미 유럽지역에 연계된 여러 분야에서 출중한 교수진을 구비하고 

있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함.

- 현재 인문대에서는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서양사학과, 그리고 사회과

학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부, 인류학과, 지리학과 등이 관련 과목들을 개설

하고 있음. 학생들은 이들 과목을 연계 수강하여 유럽지역학을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4. 참여 학과(부) 및 연계전공 운영위원회 참여교수

   가. 개설 과목 학과(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정치학전공, 지리학과 

       (이상 사회대),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서양사학과, 종교학과, 철학   

    과, 서어서문학과 (이상 인문대)

   나. 연계전공 주임교수: 안두환 (20.12.31.까지)

5. 정원 : 학년당 100명



6. 교과과정

  가. 교과목 이수 규정

․ 총 이수 전공학점 : 구성된 교과목 중 7개 과목(21학점) 이상 이수

․ 성적 평점평균 : 2.0 이상

․ 각 대학에서 반드시 3과목(9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 연계전공 이수 시에는 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나. 교과목 (2019년 봄학기 조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개설학과(부) 학점

216A.203 서양정치사상1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3

216A.204 서양정치사상2

216A.205 서구정치론

216A.413 국가론

216A.414 현대정치사상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16B.211 국제관계사개설

216B.221 국제정치사상

216B.342 비교연방제와 연방국가

216B.415 국제문화론

M1321.001200 유럽지역연구

208.210 유럽지리

지리학과 3208.322 문화지리학

208.407A 공간정치와 지정학

206.211A 스페인 영화의 이해

서어서문학과 3206.222 스페인 사회와 문화

206.230 스페인 문학사

EU와 독일어권 문화

독어독문학과 3

105.341 독일의 신화, 민담, 동화

105.321A 독일희곡

105.322B 독일시

105.323A 독일소설

105.322B 독일문학사1

105.232 독일문학사2

105.342 독일어의 역사

105.423 현대독일작가론

105.421 독일문학특강

105.424 독일문화이론

104.227A 프랑스연극 불어불문학과 3



104.315B 18세기 프랑스문학

104.321 19세기 프랑스소설

104.322 20세기 프랑스소설

104.325B 19세기 프랑스시

104.406 현대프랑스문화분석

104.414B 프랑스비평

104.425B 프랑스 문학과 예술

104.426 20세기 프랑스시

104.426 20세기 프랑스시

112.207 영국사

서양사학과

3

112.210 서양근대사1: 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112.211 서양근대사2: 긴 19세기의 역사
112.301 서양사학사
112.310 독일사
112.311 프랑스사
112.321 서양의 고대문명

112.322A 서양중세사
112.323 20세기 전반의 역사
112.324 20세기 후반의 역사
112.326 독문사적강독
112.328 불문사적강독

2
112.405 러시아사

112.431 서양사특강
3112.433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112.433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100.151 기독교개론

종교학과 3114.214 이슬람교개론
114.311 신화학
100.177 서양고대철학

철학과 3

113.360 서양근대철학
113.362 서양중세철학
113.367 현대프랑스철학

113.461A 서양고중세철학특강
113.462 서양현대철학특강

113.470 서양근대철학특강

2021.301 유럽지역학입문1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3

2021.401 유럽지역통합이론



  다. 권장이수체계

․ 2/3학년

 ○ 역사: 국제관계사개설,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1/2, 20세기 전/후반의 역사,

   영국사, 독일사, 프랑스사, 러시아사, 서양사학사 등

 ○ 지리: 유럽지리, 문화지리학, 공간정치와 지정학 등

 ○ 철학: 서양고대철학, 서양중세철학, 서양근대철학, 서양현대철학특강,

   서양정치사상, 국제정치사상 등

 ○ 문화: 프랑스 문학과 예술, 프랑스문학, 독일소설, 독일문학특강,

   EU와 독일어권 문화, 세계화와 문화변동 등

․ 3/4학년

 ○ 비교연방제와 연방국가, 비교정치론, 유럽지역연구, 

    유럽지역학입문1 (3학년), 유럽지역통합이론 (4학년) 등

7. 졸업사정 규정 및 절차

- 졸업사정은 8월 졸업 희망자의 경우 2~3월 중순, 2월 졸업 희망자의 경

우 8~9월 중순 외교학전공 조교실에서 실시하되, 졸업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