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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교과과정

Dept. of Korean Language

한국어학과

# 교육목표

21세기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 

다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미디어로보는한국문화, 한국어토론과화법,

 AI기반의 한국문화이해, Global EnglishⅠ

2학년

한국어교육개론, 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교육정책론, 대조언어학

3학년

사회언어학,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표현교육법

4학년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통번역론Ⅰ,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어통번역론 Ⅱ

한국어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서, 글로벌한 학습 환경, 전문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한국어학과를 졸업하면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년, 대통령령 제18973)에 따라 국가가 
인증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여)을 자동 
취득할 수 있다. 

-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칠 우수한 전문 교수진

-   해외 대학과의 학술 교류, 외국인 교원 초빙 등 국제적 교육 역량 강화

- 세종학당 등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과의 교류 기회 제공

-   호남대학교 유학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형성 기회 제공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윤  영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론, 

한국문학의이해
(062) 940-5352

이  경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법

(062) 940-5354

강현주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어평가론,

응용언어학
(062) 940-5355

손경애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062) 940-5356

이  암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문규범

(062) 940-5326

팜홍프엉 교수
한국어교육, 한국어문법론,

한국어강독-작문연습
(062) 940-6821

■졸업 후 진로

-   국내 대학 및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및 교사

-   해외 대학 및 세종학당 등의 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및 교사

-   결혼이민자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교사 및 강사

-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관련 대학원 진학
-   한국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한국문화 전문가

■취업 현황

이름 기관(대학원)

응웬✽✽ 베트남 반히엔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엄(한국어교육학과)
현,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유✽✽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한국어교육학과)
현, 호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장✽✽ 외 5인 호남대학교 대학원(한국어교육학과 진학)

박✽✽외 1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진학(한국어교육학과)

입/학/상/담

■학과장ㅣ윤  영 교수 (062) 940-5352
  •E–mail : yyoung@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