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술기행  

매년 5월 따뜻한 봄날에 교수,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자연을 벗 삼아 문학과 역사의 발자취가 남

아 있는 배움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학술기행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산실을 직접 체험하며, 서

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청파백일장  

매년 10월 낙엽이 질 무렵, 한국어문학부에서는 

정해진 주제에 맞춰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청파 백일장을 개최하며, 수상작은 매년 2월에 발

간하는 한국어문학부의 문집 ｢청파문학｣에 수록

됩니다. 

+ 시와 산문의 밤  

매년 11월 찬 바람이 불 무렵에 개최되는 '시와 

산문의 밤' 행사에서는 문학을 사랑하는 한국어문

학부 학생들이 모여 자신이 지은 시와 산문을 발

표하고 평소 보고 싶던 문인을 모시고 삶과 예술

에 대한 특강도 듣습니다. 

+ 학술특강(청춘멘토링)  

한국어문학부에서는 매 학기마다 교육계, 문학계, 

방송계, 출판계 등 분야별로 진출해 있는 졸업생

들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선배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자기 발전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도 

합니다.

+ 학회  

현재 한국어문학부 학회로는 시학회 ‘詩오름’, 소

설학회 ‘미소’, 문예창작학회 ‘글마실’, 창작연극학

회 ‘연·愛’, 사회과학학회 ‘사과나무’, 영화학회 

‘LA;ON’ 등이 있습니다.

학과활동  진로설계 로드맵

 02·710·9310 �

 km931@sookmyung.ac.kr 

 http://korean.sookmyung.ac.kr 

한국어문학부는 문화콘텐츠시대를 맞이하여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중심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통 국어 국문학 연구와 함께 ‘국제 한국어교육’. ‘스토리텔링’ 등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폭넓

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어문학의 꿈
SINCE 1948 

한국어문학부
DIVISION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학과에 적합한 학생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의 읽기나 창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

▪�문화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상상력을 계발하는 스토리텔링 등에 흥미가 있는 

학생 

준비사항 

▪�고등학교 교과목 중 글쓰기와 읽기를 비롯한 어문학 전반에 대한 학습 중요 

▪��많은 문학작품과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증진하려는 노력 필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자랑스러운 한글과 한국문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외국어 공부 필요 

▪교육분야 : 중등 국어 교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창작분야 : 문학(시, 소설 등) 작가, 시나리오 작가 

▪방송 및 언론분야 : 프로듀서, 아나운서, 기자, 스크립터 등 

▪출판분야 : 출판인, 편집자. 기고가 등 

▪문화분야 : 카피라이터, 문화콘텐츠 전문가 등 

▪연구분야 : 교수, 국립국어원 등의 연구원 

입학전

전공과정

▪�국어학 : 우리말과 글의 문법, 외국어와 다른 구조 및 

변천사 등을 연구 

▪�고전문학 : 우리 민족이 향유해 온 장르들인 향가, 시조 

등을 비롯한 고전시가와 춘향전, 열하일기 등을 비롯한 

고전산문을 연구

▪�현대문학 :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 다양한 문학 

작품과 작가 연구

세부전공과정 

▪��국제한국어교육전공 : 국문학과 국어학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세부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창작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문화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는 

세부전공

연계전공

▪스토리텔링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재학중

졸업 후 진로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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