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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

# 교육목표

다변화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능력중심 영어사용 

능력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영미언어권을 비롯한 국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강시키며, 영문학, 영어 및 영어 교육학의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김  강 교수 영문학 (062) 940-5317

김미령 교수 영문학 (062) 940-5316

박주경 교수 영어교육학 (062) 940-5310

정  행 교수       영어교육학 (062) 940-5523

조경숙 교수 영어학 (062) 940-5345

학과교수소개

1학년 기초영문법, 영어회화, 기초영어청취, 영어독해

2학년

영어발음과스피치,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어휘와의미, 기초영한번역연습, 

기초한영번역연습, 영미문화

3학년

셰익스피어, 영어학개론, 실용영어연습, 

영미소설의이해, 영한시사번역, 미국문학의이해, 

AI영화와휴매너티, 영어담화의이해, 영어작문

4학년
AI한영번역연습, TOEIC특강, 영어문장구조의이해, 

시사영어, 실무영어연습, 실용영어독해

학과소개

다년간 정부가 인정한 우수 특성화인재양성사업 수행실적과 노하우
: 남도문화 영어콘텐츠(NECPro) 양성사업 5년간 수행

■취업을 위한 실용영어 중심의 교과과정과 교수진  

내국인 교수 : 5명,  외국인 교수 : 1명

■영어 튜터링 시스템 

외국인 교수의 개별 영어 지도 수업

외국인 교수와 학과 동아리 활동

(영어회화반, 미드 및 영화시청반, 영어연극동아리, 국제행사 및 교류반)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

 미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지에 있는 해외자매대학에

교환학생 영어연수단 파견

■영어생활화를 위한 학과 활동

영문인의 날, 모의토익 시험, 학과 동아리

영어 재능 경연대회(English Contents Contest)

■경찰공무원 박현숭 (2020년 졸업)

■ROTC 포항 해병대 1사단 김준영 (2020년 졸업)

■ET영어전문학원 김여경 (2020년 졸업)

■ET영어전문학원 김도현 (2020년 졸업)

■목송산업개발(주) 서영주 (2020년 졸업)

■화정재건축종합사무실 이승룡 (2019년 졸업)

■전남대생물과학대학원 진학 남완희 (2019년 졸업)

■첨단파인국제어학원 박정언 (2018년 졸업)

■지오디자인 정우진 (2018년 졸업)

■커피디엔에이 로스팅컴퍼티 임효민 (2018년 졸업)

■경찰공무원 안태완 (2017년 졸업)

■경찰공무원 최명호 (2017년 졸업)

■현대제철 단조공장 김려현 (2018년 졸업)

■영암여중 이진주 (2017년 졸업)

■Caravan Engineered Structure 이준남 (2017년 졸업)

■피렌체 관광호텔 최진 (2017년 졸업)

■쓰리브이테크놀러지 김지수 (2017년 졸업)

■소위 임관 박상화 (2017년 졸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승용 (2017년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김우리 (2016년 졸업)

■해원문화재 김창수 (2016년 졸업)

■유한기술 염규선 (2016년 졸업)

■유텔레콤 정서진 (2016년 졸업)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문정아 (2015년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진학 김성경 (2014년 졸업)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진학 박희수 (2014년 졸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진학 정소애 (2014년 졸업)

■하나캐피탈 박지향 (2014년 졸업)

■한전(순천) 서나단 (2014년 졸업)

■순천시청 이기상 (2014년 졸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사무소 이경보 (2014년 졸업)

■광주서구청 민수기 (2013년 졸업)

■매일유업 외식사업본부 김유영 (2013년 졸업)

■ROTC장교 경남창원 39사단 강호중 (2013년 졸업)

■고려개발 이기승 (2013년 졸업)

■서비스탑(주) 선효정 (2013년 졸업)

■광주남구청 임재환 (2013년 졸업)

입/학/상/담

■학과장ㅣ김미령 교수 (062) 940-5316
  •E–mail : minerva@honam.ac.kr

■입학담당ㅣ김  강 교수 (062) 940-5317
  •E-mail :shaksper@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034

진로 및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