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일반원칙
①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
수해야 한다.

② 교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학자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세칙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른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교육목적
①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의 교육목적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다.
②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에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교육과정 기본구조
국제한국언어
문화학과

최소
수료
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타전공 인정

학부 이수

24

-

-

9학점 이내

인정안함

36

-

-

9학점 이내

인정안됨

학점교류
학기당
6학점
이내
/
수료학점
1/2이내

추가이수학점
(선수과목 이수)

9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제5조 교육과정
①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전공) 교육과정의 세부전공별 교육과정은 <별표1_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전공)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해설은 <별표2_교과목 해설>과 같다.

제3장 이수학점
제6조 전공이수학점
①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②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의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개설한다.
③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

전공

과정

국제한국문

석/

화학과

박사

이수구분

과목명

과목수

전공선택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탐구1(3),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탐구2(3),
한국어 형태론 연구(3), 한국어 통사론 연구(3), 한국어규범론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담화론(3), 한국어학세미나(3), 한국어연
구방법론세미나(3), 대조분석론 이론과실제1(3), 대조분석론이론
과실제2(3), 최신언어교육이론(3), 언어교수법과KFL연구(3), 외
국어습득론과KFL연구(3), 코퍼스언어학과 KFL(3), 사회언어학과
KFL연구(3), 심리언어학과 KFL연구(3), 오류분석세미나(3), 한국
어와 중국어 대조 분석탐구(3), 한국어교육학탐구(3), 한국어발
음교육론세미나(3), 한국어문법교육론세미나(3), 한국어어휘교육
론세미나(3), 한국어표현교육론세미나(3), 한국어이해교육론세미
나(3), 한국어교육과정론탐구(3), 한국어평가론원리연구(3), 한국
어교재및교구개발론연구(3), 한국어교육공학탐구(3), 학문목적한
국어교육론(3), 한국문화교육론연구(3), 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교
육(3), 한국어교육정책론(3), 한국어통번역세미나1(3) 한국전통
문화세미나(3), 한국전통문화연구(3), 한국전통사상연구(3), 한국
민속학연구(3), 한국전통의례연구(3), 한국 일생의례와 신앙생활
(3), 한국여성문화연구(3), 한국현대문화비평연구(3), 한국문화분
석세미나(3), 한국대중문화세미나(3), 한국일상문화연구(3), 한국
민족문화연구(3), 한국문화콘텐츠특강(3), 한국문화연구방법론연
구(3), 한중일 문화 분석(3), 한류와 한중일 대중문화 분석(3),
한국문화교육과실제(3), 한국고전문학특강(3), 한국서사문학연구
(3), 한국시가문학연구(3), 한국현대문학세미나(3), 한국판타지연
구(3), 한중일문학세미나(3), 한국문학연구방법론연구(3), 한국문
화사특강(3), 한국근현대문화사특강(3), 한국문학사상사특강(3),
한국문학사연구(3), 한국현대문학 특수과제(3),한국어교육실습
(3), 한국어학 논문작성법(3), 한국어 교육 논문작성법(3), 한국
문화 논문작성법(3), 한국어교육현장실습(3), 한국언어문화논문
작성법(3), 비교문학연구방법(3), 한국어학 심층연구와 어학 논
문작성의 실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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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수과목 이수
① 석･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하위과정의 전공이 다르거나, 박사과정생 중 특수대학원 졸업자는 학부과정에
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생은 선수과목을 학부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
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조 본 대학원소속 타학과 과목 이수
① 동일계열 또는 타계열의 전공과목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본 학과의 타전공 인정과목은 ‘별표4 타학과 개설과목 인정 과목표’와 같다.

제9조 학부개설과목 이수
① 학부 개설 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1조 입학전 이수학점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입학 전 동등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및 국내외 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등은 경희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4장 수료요건
제12조 최소수료학점
① 본 학과의 최소수료학점은 추가선수학점 및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하고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이다.
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본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졸업요건
제13조 공개발표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4조 외국어시험
①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종합시험)과 함께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을 실시하는데 이는 박사과정에 한한
다.

②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원칙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나 한국문화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영어
와 한문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1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④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전공시험
① 각 과정별 전공시험은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종합시험) 응시는 석사 또는 박사과정 3기부터 가능하다.

③ 응시자는 3개 이상의 시험 과목에 합격할 때까지 응시 가능하다.
④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어학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한국어학탐구 1, 한국어학탐구 2, 한국어문법
교육론, 외국어습득론/교수법 4개 시험 과목에서 3개 이상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한국문화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한국전통문화, 한국문화교육론, 한국근현대문화사 3개 시험 과
목 모두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논문심사를 위한 논문게재실적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심사일 이전에 학위청구논문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어
야 한다.
② 석사 과정의 경우 내･외국인 공통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1편을 투고
또는 게재해야 한다.
③ 박사 과정의 경우 내외국인 공통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단독 논문 2편을 게재해
야 한다. (단, 2018년 이전 입학자는 ‘학과 운영내규’ <제7장 논문심사, 제18조 신청자격(논문게재실적)>
참조)
④ 외국인은 석･박사 과정 모두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외국인 국제장학생 장학금을 수혜하였을 경우,
별도의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아래의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요건’에 의거한다.
구분

세부내용
■ 공통사항
◾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 외에 계열별, 학위과정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
요건

◾ 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는 본교 입학일 이후의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장학금 지급 요건 미 이행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며 추천교수에게는 학생 추천권을 박탈한다.
※ 논문 표절시 장학금을 환수한다.
■ 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또는 투고해야
한다.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해야 한다.
■ 박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해야 한다.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17조 시행일
①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경과조치
①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과의 구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 교육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학생에게는 입학년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단, 입학 이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은 구 교육과
정과 신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이수 구분은 학점을 취득한 당시의 이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수 구분별로 부족한 학점은 신 교육과정에서 수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설된 교과목
을 모두 수강하여도 이수 구분별 소정의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 보충한
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개편 전 입학자의 전공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대하여 전공별로 본 경과조치 외의 세부사항을 교육과정 시
행세칙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교과목 해설 1부.
3. 타전공인정과목표 1부.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순
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국문)

교과목명
(영문)

학점

이수
구분

수강
대상

수업
구분

of Korean Linguistics
1 KO7101 외국어로성의서의 한국어학탐구 1 Research
as a Foreign Language 1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한국어학탐구 Research of Korean Language
2 KO7102 외국어로성의서의
2
for Foreign Students 2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 KO7103

한국어 형태론 연구

A study of Korean Morpholog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 KO7104

한국어 통사론 연구

Study of Korean Syntax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 KO7105

한국어규범론

Korean Norm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 KO71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담화론

Discourse of Foreign
Language in Korea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7 KO7107

한국어학 세미나

Korean Linguistics Seminer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8 KO7108

한국어연구 방법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Researching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9 KO7201

대조분석론 이론과 실제 1

Theory and Practice in
Contrast Analysis 1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0 KO7202

대조분석론 이론과 실제 2

Theory and Practice in
Contrast Analysis 2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1 KO7203

최신언어교육 이론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2 KO7204

언어교수법과 KFL 연구

Language Teaching Method
and KFL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3 KO7205

외국어습득론과 KFL연구

Theories of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studies on KFL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4 KO7206

코퍼스언어학과 KFL연구

Corpus Linguistic and KFL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5 KO7207

사회언어학과 KFL연구

Social Linguistic and KFL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6 KO7208

심리언어학과 KFL연구

Mental Linguistic and KFL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7 KO7209

오류분석 세미나

Error Analysis Seminar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8 KO7210 한국어와 중국어 대조 분석탐구

An contrastive analysis
explores of the Korean and
Chiness Languag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19 KO7301

한국어교육한학 탐구

Explor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0 KO7302

한국어발음 교육론세미나

Seminar 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Study

of the Latest Language
Education Theory

비고

순
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국문)

교과목명
(영문)

학점

21 KO7303

한국어문법 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Grammar
Education

22 KO7304

한국어어휘 교육론세미나

23 KO7305

수강
대상

수업
구분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Seminar o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한국어표현 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Presentation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4 KO7306

한국어이해 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Comprehension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5 KO7307

한국어교육 과정론탐구

Research of Korean Curriculum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6 KO7308

한국어평가론 원리연구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7 KO7309

한국어교재 및 교구개발론연구

Developement Study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and Aid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8 KO7310

한국어교육공학 탐구

Research of Korean
Educational Technolog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29 KO7311

학문목적한국어 교육론

Korean Education in Purpose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0 KO7312

한국문화교육론 연구

Studies on Korean culture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1 KO7313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Korean Education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2 KO7314

한국어교육 정책론

Education polic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3 KO7315

한국어통번역 세미나 1

Korean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Seminar 1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4 KO7401

한국전통문화 세미나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minar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5 KO7402

한국전통문화 연구

36 KO7403

한국전통사상 연구

37 KO7404

한국민속학연구

38 KO7405

한국전통의례 연구

39 KO7406

한국일생의례와 신앙생활

40 KO7407

한국여성문화 연구

Principle

Korean

Study of Korean
Evaluation

이수
구분

Stud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Study

of Korean Traditional
Aspect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of Korean Traditional
Ceremon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Korean Traditional Lifetime
Ceremony and Religious Lif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Korean Forklore Research
Study

Study

of Korea Women Culture

비고

순
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국문)

교과목명
(영문)

학점

41 KO7408

한국현대문화비평 연구

Study of Mordern Korean
Criticism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2 KO7409

한국문화분석 세미나

Seminar of Korean Culture
Analysi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3 KO7410

한국대중문화 세미나

Korean

Modern Culture Seminar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4 KO7411

한국일상문화 연구

Study

of Korean Daily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5 KO7412

한국민족문화 연구

Study of Korean National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6 KO7413

한한국문화콘텐츠 특강

Lecture of Korean Culture
Content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7 KO7414

한국문화연구 방법론연구

Korean Culture Studies and
Method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8 KO7415

한중일문화분석

Analyzing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49 KO7416

한류와한중일 대중문화 분석

Korean Wave and
Understanding of East Asian
Popular Cultur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0 KO7417

한국문화교육과 실제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1 KO7418

한국고전문학 특강

Seminar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2 KO7419

한국서사문학 연구

Stud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3 KO7420

한국시가문학 연구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4 KO7421

한국현대문학 세미나

Modern Korean Literature
Seminar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5 KO7422

한국판타지 연구

Stud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6 KO7423

한중일문학 세미나

Literature Seminar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7 KO7424

한국문학연구 방법론연구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Method Studie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8 KO7425

한국문화사 특강

Lecture of Korean Cultural
Histor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59 KO7426

한국근현대문화사 특강

Lecture of Modern Korean
Cultural History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0 KO7427

한국문학사상사 특강

Lecture in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the actual

of Korean Description
Literature

Study

of Korean Poetry
Literature

of Korean Fantasy

이수
구분

수강 수업구
대상
분

비고

순
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국문)

교과목명
(영문)

학점

61 KO7428

한국문학사연구

Study of Korean Literary History

62 KO7429

한국현대문학 특수과제

Special Topic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63 KO7501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대상

수업
구분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4 KO7601

한국어학 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5 KO7602

한국어 교육 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6 KO7603

한국문화 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7 KO7604

한국어교육 현장실습

Actual Training in Korean
Education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8 KO7605

한국언어문화 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 Korean Cul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69 KO7606

비교문학연구 방법

Research Methods in
Comparative Literatur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70 KO8109

한국어학 심층연구와 어학
논문작성의 실제

The deep Study of Korean
Linguistics and the Writing of
Linguistic Article

3

전공선택 공통

이론

Practicum

in Korean Language
Teaching

이수
구분

비고

[별표2] 교과목 해설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교과목 해설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탐구 1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as a Foreign Language 1)
이 과목의 목표는 언어유형론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효과적 교수활동을 위한 내용 교수자료를 개발･연구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Korean's features on Linguistic typology and also develop and research the instructor's materials for the
effective teaching.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탐구 2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as a Foreign Language 2)
이 과목의 목표는 언어유형론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효과적 교수활동을 위한 내용 교수자료를 개발･연구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Korean's features on Linguistic typology and also develop and research the instructor's materials for the
effective teaching.

∙ 한국어 형태론 연구 (A study of Korean Morphology)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 형태소의 특성, 단어의 구조, 단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탐구하고 한국어 단어의 분류 이론 및 9품사의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이해/탐구하는 데 있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understanding and studying characteristics of morphemes, word structure and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in
Korean and the taxonomy of wor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9 word classes in Korean.

∙ 한국어 통사론 연구 (Study of Korean Syntax)
이 과목의 목표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를 이해/탐구하고 문장의 유형, 높임표현, 시제와 상, 피동과 사동, 부정표현과 같은 문법 범주를 이해･탐구하
는 데 있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understanding and studying sentence component and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and the grammatical categories
like sentence pattern, honorification, tense and aspect, passive and causative, negation of Korean.

∙ 한국어규범론 (Korean Norm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규범을 익히고 규범 준수의 실태를 살핌으로써 효율적 한국어규범 교수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Korean norms by conside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formity norms and grouping
the directions within the effective Korean norms of teaching.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담화론 (Discourse of Foreign Language in Korean)
이 과목의 목표는 담화론의 개념과 담화의 구조, 담화의 기능, 담화의 표현 양식을 파악하고 효과적 교수활동을 위한 구어 담화의 내용 교수자료를 개발
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notion, structure, feature and the expression patterns of the Korean discourse and to develop and
research the teaching materials of oral discourse for the effective teaching activities developing.

∙ 한국어학세미나 (Korean Linguistics Seminer)
이 과목의 목표는 쟁점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한국어학 제반 분야를 심화 학습하는 데 있다.
This object of this course is studying intensively all fields of Korean linguistics by debating on various issues.

∙ 한국어연구방법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Researching)
이 과목의 목표는 언어교육 연구방법론을 익히고 효율적 한국어교육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research method of the language education and grouping the effective research method
of the Korean education.

∙ 대조분석론이론과실제 1 (Theory and Practice in Contrast Analysis 1)
이 과목의 목표는 대조분석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를 통한 효율적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and principle of the contrast analysis and grouping the effective teaching device
by researching the student's interlanguage.

∙ 대조분석론이론과실제 2 (Theory and Practice in Contrast Analysis 2)
이 과목의 목표는 대조분석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and principle of the contrast analysis and also grouping the effective device for
teaching by researching the student's error analysis.

∙ 최신언어교육이론연구 (Study of the Latest Language Education Theory)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근의 언어교육이론의 주요 원리와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어교육 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atest language education of the main principle theory background and also grouping the theory
in to the new directions on the Korean education modern.

∙ 언어교수법과KFL연구 (Language Teaching Methodologics and KFL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최신 언어교수법의 경향을 살피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수의 방법론을 모색해 본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trend of the latest language teaching method and grouping the effective Korean teaching method.

∙ 외국어습득론과KFL연구 (Acquisition of Foreign Language and KFL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언어습득가설 및 외국어습득모형을 특성을 살피고 한국어교육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features of the linguistic acquisition hypothesis and the acquisition model of foreign language and
also grouping the application of Korean education.

∙ 코퍼스언어학과KFL (Corpus Linguistic and KFL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코퍼스 언어학의 개념 및 원리를 파악하고 한국어교육의 제 분야에 적용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rpus linguistic principle, contents and grouping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education.

∙ 사회언어학과KFL연구 (Social Linguistic and KFL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사회언어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 교수활동을 위한 사회언어학의 내용 교수자료를 개발･연구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and principle of the social-linguistic and also developing and researching the
contents of the instructor's material for the effective teaching activity.

∙ 심리언어학과KFL연구 (Mental Linguistic and KFL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심리언어학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교수에 활용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and principle of the mental-linguistic and grouping the practical method on Korean
teaching.

∙ 오류분석세미나 (Seminar in Error Analysis)
이 수업에서는 오류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인 오류 분석 과정을 고찰해 본다. 특히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류분석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연구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자료를 활용햐 ‘중간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오류’에 대해 분석해 본다.
The course aims to establis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ories underlying Error analysis, specifically in the context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First and foremost, we shall establish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theories from the Error analysis needed in order to review and
to understand the prevalent theories at work within current English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xt. We shall critically examine the
collected data of students in their interlanguage stage since the ability to analyze and to interpret collected data is critically imperative for
effective language instructors.

∙ 한국어와 중국어 대조 분석 탐구 (An Contrastive Analysis Explores of the Korean and Chinese Language)
이 과목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기원적, 언어유형론적으로 상이한 언어에 속하지만 긴밀한 접촉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를 체계, 형태, 의미면에서 대조 연구한다.
Although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re classified different languages each other genetically and typologically, they interact frequently. The
lexicon systems, forms, and meanings of Korean and Chinese words are dealt with in this course in terms of adaptation to Korean learning
for the Chinese learner.

∙ 한국어교육학탐구 (Research of Korean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의 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한편, 각 영역의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ain more specific knowledg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and also grouping the research
directions with each section.

∙ 한국어발음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발음교육의 원리 및 내용을 고찰하고 언어권별 발음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inciple, contents of the pronunciation education and also grouping the pronunciation educational
methods with each language.

∙ 한국어문법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Grammar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문법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익히고 바람직한 문법 교육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principle, contents of the grammar education and also grouping the desirable research
directions with the grammar education.

∙ 한국어어휘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어휘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익히고 바람직한 문법 교육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principle, contents of the vocabulary education and also grouping the desirable research
directions with the vocabulary education

∙ 한국어표현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Language Production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말하기･쓰기 교육의 기본 원리 및 교육 내용을 익히고 효과적인 표현교육을 위한 이론의 개발과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basic principle, contents in speaking and writing, and also explore the research directions
of the theory for the effective language production education.

∙ 한국어이해교육론세미나 (Seminar of Korean Language Comprehension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듣기･읽기 교육의 기본 원리 및 교육 내용을 익히고 효과적인 이해교육을 위한 이론의 개발과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basic principle, contents in listening and reading and also explore the research directions
of the theory for the effective language comprehension education.

∙ 한국어교육과정론탐구 (Research of Korean Curriculum)
이 과목의 목표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며 한국어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설계방안을 파악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o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curriculum with the syllabus, and also grasping the curriculum
designing and the syllabus for the effective Korean education.

∙ 한국어평가론원리연구 (Principle Study of Korean Evalu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언어평가의 원리 및 기능을 파악하고 올바른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원리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inciple, function of the language evaluation, and also grouping the upright Korean ability evaluation
for the new evaluation principle development.

∙ 한국어교재및교구개발론연구 (Development Study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and Aid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교재 및 교구 개발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습자 목적별 교재 및 교구의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Korean teaching materials and aids, and also grouping the directions to develop
the each student's objective teaching materials and aids.

∙ 한국어교육공학탐구 (Research of Korean Educational Technology)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교육공학에 대한 원리 및 내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교수를 위한 매체들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inciple, contents of the Korean educational technology and also grouping the practical methods to
produce the media for the effective instructor.

∙ 학문목적한국어교육론 (Korean Education in Purpose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교수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eatures of the Korean educational purpose studies and grouping the effective instructing method.

∙ 한국문화교육론연구 (Stud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교육 방법론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Korean culture educational methods and discussing the variety methods of applying the practical
education.

∙ 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교육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상관관계에 있는 언어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 언어
와 문화를 교육하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이다.
The language and culture is inseparably related. It is important to research how to teach the correlated language-cultu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ducational method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한국어교육정책론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이 과목의 목표는 국･내외 한국어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교육 관련 기관의 특징을 파악하여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research the method of the effective organization in grasping
the feature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gency.

∙ 한국어통번역세미나 1 (Korean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Seminar 1)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통역학과 번역학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notion and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within Korean and other
inter-language and also grouping the new methods.

∙ 한국전통문화세미나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minar)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 전통문화 원전강독과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한 전통문화 연구방법론을 익히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familiar with the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methods by the original translations and the variety analysis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 한국전통문화연구 (Stud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이 과목의 목표는 서양문화와 다르며 한국의 현대문화와 차별성을 지닌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민속문화가 서민계층의
문화인데 비해 한국전통문화는 지배계층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점을 파악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hich has the difference with the western culture. Especially, its goal is
to grasp the point that the folk culture is a culture for the democratic class and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is formed in the center of the
governmental class.

∙ 한국전통사상연구 (Study of Korean Traditional Aspect)
이 과목의 목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 전통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s that is accomplished in formation of Korean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 한국민속학연구 (Study of Korean Folklo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민속을 분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민속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eature and the meaning of the Korean folklore by observing analytical Korean folk.

∙ 한국전통의례연구 (Study of Korean Traditional Ceremony)
이 과목의 목표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의례를 연구하고 이들 의례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살피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Korean traditional ceremony with the center of ceremonial occasion and also considering the
ceremony age of variation and the social meaning.

∙ 한국일생의례와신앙생활 (Korean Traditional Lifetime Ceremony and Religious Life)
한국의 전통 문화 중 일상생활에서 유지되어온 일상 의례들과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면모를 이해하고 고찰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better underst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especially Lifetime ceremonies and religious life by
studying famou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its unique characteristics.

∙ 한국여성문화연구 (Study of Korea Women Cul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여성문화의 흐름과 특징을 생활사와 예술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한국 여성문화의 시대별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urrent, feature by the Korea women culture with the life cycle and the art cycle and also recognizing
the each period of variation within Korea women culture.

∙ 한국현대문화비평연구 (Study of Modern Korean Criticism)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현대문화가 함유하고 있는 문제현상을 분석하고, 주제별 비평연습을 통해 문화비평의 안목을 기르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enomenon that intakes the Korean modern culture, and by practicing the topical criticism to raise
the appreciative cultural criticism.

∙ 한국문화분석세미나 (Seminar of Korean Culture Analysi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구체적 분석을 연습하고 문화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학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actice the concrete analysis of the Korean culture and raising the academical appreciate in cultural Phenomenon.

∙ 한국대중문화세미나 (Korean Popular Culture Seminar)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 근대 대중문화의 탄생과정과 형성과정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적인 면모를 고찰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modern popular culture and the formation process and also analyse the specifical aspects
of the Korean popular culture.

∙ 한국일상문화연구 (Study of Korean Daily Culture)
이 과목의 목표는 근현대 일상의 탄생을 사적으로 조명하고, 놀이와 여가가 갖는 한국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daily modern birth and considering the Korean cultural meaning with the plays and leisure.

∙ 한국민족문화연구 (Study of Korean National Culture)
탈민족주의를 논의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민족주의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 본질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Even though on the age of post-nationalism discussion, still the nationalism has the fixed mean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s nationalistic character and analyze the concrete affair with the essential meaning.

∙ 한국문화콘텐츠특강 (Lecture of Korean Culture Contents)
문화는 인간 정신의 총체이며 이러한 문화적 집적과 문화현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원형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연구하는 것이다.
Culture is general in people's intention with the several courses of the culture phenomenon, and the cultural direct will effect the people. S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developing the new contents with the prototype of Korean culture.

∙ 한국문학연구방법론연구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Method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학의 자생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학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variety of research methods in Korean literatures and applying actual products by native research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 한중일문화분석 (Analyzing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한국, 중국, 일본 대중문화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대중문화의 개별 현상을 분석한다.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을 분석하면서 동아시아 현대문화
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East Asian popular culture has developed and changed throughout East Asian history.
Through lectures with film, TV drama, pop-music and web-toon, student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examine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popular culture through the ages and in so doing uncover the enduring roots of East Asian' unique character
and identity.

∙ 한류와 한중일 대중문화 분석 (Korean Wave and Understanding of East Asian Popular Cultures)
이 과목은 한류현상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한･중･일 대중문화의 특성을 비교한다.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교류 현상의 현재적
의의와 미래지향적인 문화교류의 비전을 모색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how Koreanwave has been appeared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wild enthusiasm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lectures with film, TV drama, Korean pop-music student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eek the vision of East Asian context for
peaceful coexisten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한국문화 교육과 실제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the Actual)
한국문화 교육에서 문화의 원형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강좌는 문화교육의 현실에 대한 그 역사성과 유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둔다.
The appropriate methodology to take advantage of the cultural archetype i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is required. Thus this course focuses
on checking in the history and the validity on the reality of the culture education and seeking new directions.

∙ 한국고전문학특강 (Lecture of Korean Ancient Litera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을 시대별, 장르별로 나누어 내용과 형식의 특징적인 면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고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이 함유하고 있는 미의식과 상상력의 특징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variety of Korean literatur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contents and the forms with dividing the
Korean's ancient literature in to each age and genre. And also considering the aesthetic consciousness and imagin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features.

∙ 한국서사문학연구 (Study of Korean Description Litera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서사문학의 대표적인 작품과 대표 작가를 집중 조명하여 한국서사문학의 특징을 살피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Korean description literature features by illuminating the representative author and work of Korean
description literature.

∙ 한국시가문학연구 (Study of Korean Poetry Litera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시가문학의 구체적인 작품과 시인을 집중 조명하여 한국시가문학의 특징을 살피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Korean poetry literature features by illuminating the concrete work and poet.

∙ 한국현대문학세미나 (Modern Korean Literature Seminar)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 현대문학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문학을 조망하는 비평적 관점을 갖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uthor and the work of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with the literature and the socialistic point of view.
And also having a critical angle o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 한국판타지연구 (Study of Korean Fantasy)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만들어진 상상력의 결정체인 신화, 전설, 민담을 대상으로 한국적 판타지의 심층 무의식과 그것의 표출양상을 분석
하고, 이러한 판타지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고유한 심성을 살피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depth unconsciousness and those expression aspect with the Korean fantasy which is the myth,
tradition, and the folktales. And also considering the essential mind by analyzing the fantasy.

∙ 한중일문학세미나 (Literature Seminar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이 과목의 목표는 한자문화권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온 한중일의 문학적 영향관계를 살피고 발전적인 동아시아문학의 논의의 장을 모색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s relation that is literary influenced and also grasping the discussion
to develop the east asia literature.

∙ 한국문학연구방법론연구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Method Studie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학의 자생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학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variety of research methods in Korean literatures and applying actual products by native research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 한국문화사특강 (Lecture of Korean Cultural History)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의 문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적 현실의 삶과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문화 발전의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cently recognize the Korean reality with the life and culture by considering the Korean culture diachronicaly and
also preparing the culture development of the scale.

∙ 한국근현대문화사특강 (Lecture of Modern Korean Cultural History)
이 과목의 목표는 서양 문화의 유입과정과 전통문화의 근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근현대문화의 변화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historically grasp the western culture inflow process and traditional culture modernization process and also to

examine the variation of Korean modern culture.

∙ 한국문학사상사특강 (Lecture in Korean History of Litera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학이 함유하고 있는 문학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Korean literature with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discussing about ensuring the world view within the
Korean literature.

∙ 한국문학사연구 (Study of Korean Literary History)
이 과목의 목표는 다양한 문학사 기술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기존의 한국문학사에 적용하여 문학사 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variety of literary history on description methods and grasping the methods of the literary history by
applying the existing Korean literary history.

∙ 한국현대문학특수과제 (Special Topic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한국의 현대사와 현대문화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과정을 파악하여 동시대 한국문학 및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poetry, fiction and drama which have been applied of Modern Korean life. Through
lectures, students will be learned to comprehend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ry
works and cultural activities in-depth.

∙ 한국어교육실습 (Practicum in Korean Language Teaching)
이 과목의 목표는 교실수업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하고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 and to cultivate the actual teaching ability in
domestic and foreign Korean language education classroom.

∙ 한국어학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학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논문 작성 방법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학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review the results of studying in Korean linguistics area, and students will learn about methods of writing thesis
by write a thesis, thesis, and to promote their abilities of writing the Korean linguistic articles.

∙ 한국어교육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논문 작성 방법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
을 기르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s of study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a, and students will learn about methods of writing
thesis by write a thesis in person. And promote their abilities of writing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rticles.

∙ 한국문화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Cul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문화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논문 작성 방법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review the results of studying in Korean Culture area, and students will learn about methods of writing thesis by
write a thesis, and to promote their abilities of writing the Korean Culture articles.

∙ 한국어교육현장실습 (Field Train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과목의 목표는 교실수업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하고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features of Korean language classroom and to cultivate the actual teaching ability in
domestic and foreign Korean language education classroom.

∙ 한국언어문화논문작성법 (Thesis Research of Korean Linguistics & Korean Cultur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학과 한국문화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논문 작성 방법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학과 한국문화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s of studying in Korean linguistics & Korean Culture area, and students will learn about methods
of writing thesis by write a thesis in person. And promote their abilities of writing the Korean linguistic & Korean Culture articles.

∙ 비교문학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in Comparative Literature)
이 과목의 목표는 비교문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비교문학연구의 실제
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general theories and ultimately finding new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comparative literature. This course
will examine methodologies and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comparative literature by examining various selected works.

∙ 한국어학 심층연구와 어학 논문작성의 실제 (The deep Study of Korean Linguistics and the Writing of Linguistic Article)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학의 최신 동향과 어학 논문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학의 최신 논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실제 어학 논문을 작성해 볼 것이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the latest trends in Korean linguistics and how to write linguistic papers. To this end, we will analyze
the latest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and write actual linguistic papers.

[별표3] 타학과 개설과목 인정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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