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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그 나라의 민족혼과 총체적 문화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근본적 인식 하에서 국어국문학과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탐구를 통해 모든 학문의 기초를 마련한다. 국어국문학은 국어학과 국문학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고 이러한 이론을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식사회로의 이행은 국어
국문전공으로 하여금 내실 있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어국문전공은 구성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업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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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자랑거리
첫째. 자체 장학금으로 강원대학교 내 어느 학과보다 많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장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 창출에 적합한 형태로 수업 방향을
혁신하고 학과 구성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셋째. 전국 규모의 ‘학생·일반인 백일장’, ‘유명작가 초청강연회’, ‘졸업생 취업설명회’
등 사회 구성원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졸업 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국문학입문, 언어의 상상력과 문학, 현대대표시 읽기, 한국사회언어의 이해, 국어학입문, 현대대표소설읽기

2

국어학강독, 고전문학사, 현대시론, 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음운론, 국어형태론, 한문명문읽기, 현대소설론, 고전
소설의 이해, 드라마의 이해

3

국어통사론, 국어방언학의 이해, 정보화와 훈민정음, 한시문과 문화유산, 고전문학강독, 감수성의 발견과 시쓰기
의 즐거움, 내면의 발견과 소설쓰기의 즐거움, 국어사, 국어의미론, 고전기행문학의 이해, 현대문학사, 현대비평
론, 창의적 설계 및 실습

4

문학의 감상과 소통, 구비문학과 민중생활, 국어학특강, 고전시가와 전통예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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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일반기업
한국어교육, 출판사, 언론사,
광고대행, 작가, 국어 및
국문학 관련 연구소

에서 쉽게 쓰이는 언어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국어학을 계속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학
문 분야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술지식을 단단히 쌓아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장래희망입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국어국문전공(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angwon2508120
국어국문전공 : http://korean.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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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우리 언어생활의 음운·문법 등의 현상을 배우는 국어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생활

경영대학
인문학부

재학생 인터뷰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구운몽 (김만중/동네문학)
위대한 개츠비 (F.스콧 피츠제럴드/문학동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창비)

자랑스러운 동문
최홍열(81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정동원(95학번) G1 강원민방 기자

유태안(82학번) 강원고등학교 교사, 시인

이병재(01학번) 우정사업진흥회

김신영(83학번) 성수고등학교 교사

김민구(04학번) 키스탬프

김근성(89학번) G1 강원민방 부장

김남주(04학번) 경찰공무원(서울지방경찰청)

황숙희(94학번) 유봉여자고등학교 교사

박병환(03학번) 우정사업본부

최근 3년간 취업자
신은비(10학번) 양양군청(공무원)

김은선(10학번) (주)하나은행

경혜연(10학번) 인제교육지원청(공무원)

김소연(11학번) (주)마이크임팩트

한소아(08학번) 연합뉴스

양해지(11학번) 교학사

이미애(10학번) 강원일보

남궁민(10학번) 강원도청

김영선(09학번) 강원일보

김나연(11학번) 법무법인 민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국어에 관심이 많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문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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