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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는 1968년 12월 26일 춘천농과대학 내 교육학부 국어교육전공 인가를 받아 1969년 03월 01일에 창설되었다. 오늘날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주체적·인간적 교육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 학과는 2009년 학과 창립 40주년
을 맞아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명품 학과로 거듭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40주년을 맞아 미래 지
향적 3대 핵심 교육목표 및 그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정, 선포하였다. 국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실제 언어능력, 교사로서
의 기본 자질과 진취적 품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지성을 갖춘 중등학교 국어교사 양성에 주안점을 둔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초 전공 지식 교육의 심화
●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인재 양성
● 지덕체 합일의 창조적 지성인 육성

교수 및 연구분야

E-mail : @kangwon.ac.kr

김영란 교수

김풍기 교수

서준섭 교수

오현아 교수

이민희 교수

033-250-6612
yrkim
교4 - 308호

033-250-6618
pung10
교4 - 309호

033-250-6614
jusop
교2 - 208호

033-250-6611
haoh
교4 - 313호

033-250-6619
wallenrod
교2 - 206호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문식성교육

고전시가(한국고전시가
교육론, 지역문화, 한국
민속학, 고전문학비평)

한국현대문학,
문학비평, 지역문화,
문화연구

국어교육, 문법교육,
국어교육사,
문법교육사

고전소설, 구비문학,
비교문학, 문학사

정진석 교수
033-250-6613
jjs
교2 - 209호
현대소설, 현대산문교
육, 문학교육사

학과 자랑거리
우리 국어교육과에는 국어과교육 각 영역을 담당하는 전공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따
라서 국어교육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학과 스터디 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1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문화연장조사방법론및실습

2

한국문학사1, 국어교육론, 문학교육론, 문법교육론, 수필교육론, 고전소설교육론, 국어어휘교육론, 의사소통
교육론, 한국문학사2,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한국문화의이해, 국어음운교육론, 국어문법론, 고전산문교육론,
현대시교재강독, 독서교육론

3

작문교육론, 강원지역문화의이해, 국어정서법, 고전시가교육론, 한국문학배경론, 현대시교육론, 현대소설교육
론, 문학감상론, 국어사, 국어문제연구, 고전시가강독, 고전산문강독, 화법교육론, 현대소설강독

4

국어과논술교육, 국어교육논문강독, 국어사교재강독, 구비문학교육론, 매체및현대국어문화자료강독, 고전작
가론, 한국현대작가론, 희곡교육론, 고전문법교육론, 국어학사, 국어과교육연습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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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졸업 후 진로

가 있습니다. 국어의 규칙과 질서를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말을 사
랑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국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어교사가 되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를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공공기관
교사, 교수, 연구원, 교육행
정 공무원

국어 교육의 이해(사회평론아카데미/최미숙 외)
우리말 문법론(집문당/고영근, 구본관)
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조동일)

College of Educ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교육대학원(국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일반대학원(국어교육전공)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국어문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말에도 규칙과 질서

경영대학
사범대학

재학생 인터뷰

일반기업
작가, 출판인, 언론인 등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https://kedu.kangwon.ac.kr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kice.re.kr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

자랑스러운 동문
서준섭 강원대학교 교수

조주현 춘천 소양중학교 교장

김풍기 강원대학교 교수

송병숙 원통 원통고등학교 교장

이상신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김선우 시인(녹턴, 김선우의 사물들 등)

박진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김수아 시나리오 작가(여고괴담 등)

최근 3년간 취업자
김재남(교사, 관인중학교)

김지은(교사, 설악고등학교)

이상협(교사, 제일고등학교)

김아라(교사, 충주공업고등학교)

김용진(교사, 사내고등학교)

이문영(광고인,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 지식과 실제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
국어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진취적 품성을 갖춘 사람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지성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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