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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인문대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인문학을 연마하는 

곳이다. 인문학은 어문학 공부를 통하여 고도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개발하고 역사의 발전과정과 시대적 흐름을 이해

함으로써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보편인의 양성

을 지향하는 학문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발전

시키고 세계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족과 세계

를 포용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모범적 현대인을 이상

으로 한다.

  우리는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하는 냉엄한 국제적 개방시

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도 진정

한 전문인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양성될 수 있다. 인

문대학은 시대적 변화를 간파하고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유능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삼는다. 

교육내용 및 특징

  어문학, 역사, 한국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은 물론 

최첨단 어학실습실 및 청음실 시설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학과제 및 복수전공제

도를 적극 권장하여 기초학문뿐만 아니라 응용학문 분야에 

학생들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한다.

연혁

1979. 3. 1 아주공과대학 내 어문계열 설치

 (영어과와 불어과 신설)

1981. 3. 1 인문사회대학 신설

1983. 3. 1 국어국문학과 신설

   영어과, 불어과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

과로 명칭 변경

1984. 3. 1 인문사회대학이 문리과대학으로 명칭 변경

1987. 3. 1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 

개편

1990. 3. 1 사학과 신설

1991. 3. 1 문과대학을 인문대학으로 명칭 변경

1996. 3. 1   인문대학 4개학과가 인문학부(국어국문학전

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사학전

공)로 통합 운영

2005. 3. 1 문화학전공(연계전공) 신설

2010.  3. 1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

2012. 2. 21 학사조직개편(학부제 → 학과제)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

어불문학과, 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주요행사

초청강연회, 인문대 학술제, 인문인의 밤, 한글날 행사,

English Cafe′, 카페 프랑코폰, 역사스페셜, 문화콘텐츠 

창작 콘테스트 등

조직

직책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 비고

학장 교수 한   호 다산관 216-2호 2800

업무안내

업무안내 사무실(구내전화)

교학업무, 수업지원, 학생활동지원 2801~2804, 2822

인문대학 위치 및 연락처 : 다산관 217호(☎ 219-2801~4,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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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교육과정 ] - 인문대학   

인문대학 소개

인문대학은 1996년 3월, 기존의 인문대학 4개 학과를 하나

로 통합하여 학부 내에 4개 전공(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

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사학전공)과 1개 연계전공(문

화학 연계전공)을 두어 운영해 오다가 문화학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2010년 3월 문화콘텐츠학전공을 신설하여 5개 

전공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 5월 10일 학과제 개편에 따라 

5개학과로 운영 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국문학과 국어학의 기초 및 전문지식을 교

육함으로써 학문의 효용성 및 유기적 특성을 극대화한다. 

영어영문학과는 수준 높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영문학, 영어학, 통번역, 영어교육, 영미문화 등의 다양한 

전공영역의 전문성의 배양과 실무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

다. 불어불문학과는 불문학과 불어학을 교육하며 특히 실

용성을 중요시하여 회화와 작문교육을 통해 국제인력의 자

질과 소양을 제고한다. 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다양하고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

해를 돕는 한편 문화유적답사 등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문

화콘텐츠학과는 인문학적 자질을 갖춘 콘텐츠기획자와 스

토리텔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론과 현

장실습 경험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국어국문학 전공자는 언론, 출판계에 진출하거나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나 학자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영어영문학 전공

자는 영어와 관련된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기

업체, 관공서 등이나 영어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불어불문

학 전공자는 언론, 출판계를 비롯해 불어권 국가의 외교관, 

각급 학교의 불어 교사, 기타 기업체, 공공기관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 사학 전공자는 언론, 출판 및 정치, 사회, 

문화 관련 분야와 일반 기업체 진출이 유리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 학자가 되거나 국가기관, 각종 연구소 등에

서 활동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학 전공자는 콘텐츠산업계 

전반으로 진출하여, 제작·기획·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콘텐츠학전공에서 

배양된 문화적 자질을 바탕으로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