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학부 The Division of Humanities국어학 ‧ 국문학(국어학) 전공
Korean Linguistics ‧ Korean Literature(Korean Linguistics)

1. 교육 목표 

국어학 전공은 한국어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하나의 언어로서 한국어가 지닌 위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구조와 특징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는 원리에 대한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며, 

한국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 교육 중점 

- 한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과 관련하여 한국어가 지닌 구조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국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어학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료와 이론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국어학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성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한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문헌 자료를 통해 한국어에서 일어난 언어 변화를 직접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교과과정표 
구  분

교  과  목  명
국 문 영 문

학제간과목
(2)

한글자료와인문학 Hangeul Materials and Humanities
한국어학과인접학문 Linguistics and its Neighboring Disciplines

일
반
전
공

과
목

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4)

고대한국어자료강독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Old Korean
중세한국어자료강독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iddle Korean
근대한국어자료강독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odern Korean

근대전환기한국어자료강독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odern Transitional Period Korean

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29)

한국어표기법연구 Studies in Korean Writing System
한국어음운사연구 Studies in Diachronic Phonology
한국어어휘사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Lexicology
한국어방언학연구 Studies in Korean Dialectology
한국어문법사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Grammar
한국어음운론연구 Studies in Korean Phonology
한국어음운론연습 Seminar in Korean Phonology
한국어의미론연구 Studies in Korean Semantics
한국어의미론연습 Seminar in Korean Semantics
한국어형태론연구 Studies in Korean Morphology
한국어형태론연습 Seminar in Korean Morphology
한국어통사론연구 Studies in Korean Syntax
한국어통사론연습 Seminar in Korean Syntax
고대한국어연구 Studies on Old Korean
중세한국어연구 Studies on Middle Korean
근대한국어연구 Studies on Modern Korean
훈민정음연구 Studies on Hunminjeongeum
한국어교수법의이론과실제Ⅰ T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Ⅰ
한국어교수법의이론과실제Ⅱ T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Ⅱ
한국어어휘론연구 Studies in Korean Lexicology
한국어계통론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한국어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한국어음성학연구 Studies in Korean Phonetics
한국어사전학연구 Studies in Korean Lexicography
한국한자음연구 Studies in Sino-Korean Phonology
근대전환기한국어연구 Studies on Modern Transitional Period Korean
한국어정보학연구 Studies in Korean Informatics
한국어정보학연습 Seminar in Korean Informatics
개별주제연구 Independent Study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0)

현장학습과목
(2)

한국어방언조사 Field Research on Korean Dialect
한글고문헌현장조사 Field Research on Korean Bibliography

연구참여과목
(0)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2)

한국어연구의이론과방법Ⅰ Theory and Method in Korean Language StudiesⅠ

한국어연구의이론과방법Ⅱ Theory and Method in Korean Language StudiesⅡ



4. 교과내용

학제간과목

한글자료와인문학 _ Hangeul  Materials and Humanities

조선시대 이후에 문헌으로 전해지는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국어학과 인문학 제 분야 사이의 학제 간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법을 개발한다.

한국어학과인접학문 _ Linguistics and its Neighboring Disciplines

한국어의 공시적 쓰임과 통시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인접 학문 분야를 탐색하고 한국어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법을 개발한다.

일반전공과목_원전 자료 해독 능력 배양 교과목

고대한국어자료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Old Korean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차자 표기 자료를 강독함으로써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연구의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중세한국어자료강독_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iddle Korean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엽까지의 중세 한국어 자료를 강독함으로써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연구의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근대한국어자료강독_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odern Korean

17세기 이후의 근대 한국어 자료를 강독함으로써 근대 한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 한국어 연구의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근대전환기한국어자료강독 _ Reading and Research on Historical Sources of Modern Transitional 

Period Korean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의 한국어 자료를 강독함으로써 근대전환기 한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전환기 한국어 연구의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일반전공과목_전공 이론 심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한국어표기법연구 _ Studies in Korean Writing System

국어사 자료에 의하여 국어 표기법의 역사를 고찰한다. 시대와 문헌에 따른 국어 표기법의 체계를 구명하고,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변천을 온전히 기술한다. (1) 중세 국어 표기법의 원리, (2) 분철 표기의 발달 과정, (3) 표기법과 음운변화와의 

관계, (4) 표기법과 문법 변화와의 관계, (5)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원리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한국어음운사연구 _ Studies in Diachronic Phonology

언어 변화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음운(phoneme and toneme)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명하고 그것을 음운 규칙으로 

정립하는 데에 교과 목표를 둔다. 또한 국어의 음운변화를 일정한 규칙으로 정립하는 데에 부차적인 목표를 둔다.

한국어어휘사연구 _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Lexicology

어휘와 어휘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기술・설명을 교과 목표로 한다. 이 밖에 품사 또는 문법 기능에 의한 어휘의 분류, 

어휘 차용, 은어 사용 등의 연구도 병행하여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이 분야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

한국어방언학연구 _ Studies in Korean Dialectology

국어 방언학의 이론과 방법을 개관한다. 사적인 국어 연구의 자료를 보완해 주고 여러 방언 자체를 하나의 언어 체계로 

다루는 입장에서 국어의 방언을 조사하고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도 모색한다.

한국어문법사연구 _ Studies in History ofKorean Grammar

국어 문법사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모색한다. 한자의 음(音)・훈(訓)을 이용한 차자 표기 자료 및 언해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국어 문법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고 아울러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한국어음운론연구 _ Studies in Korean Phonology

국어의 음운체계・음운변화 등과 같은 음운론 연구의 기초 과제를 다룬다. 현대의 여러 음운론 이론을 국어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국어 음운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한국어음운론연습 _ Seminar in Korean Phonology

한국어 음운론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을 심화 탐구한다. 

한국어의미론연구 _ Studies in Korean Semantics

일련의 어휘군(語彙群)을 기초로 형성되는 어휘장(語彙場)의 통시적 변화, 문장의 참・거짓과 관련된 진리 조건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대의 여러 의미론 이론을 국어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국어 의미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한국어의미론연습 _ Seminar in Korean Semantics

한국어 의미론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을 심화 탐구한다. 



한국어형태론연구 _ Studies in Korean Morphology

형태론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단어 구조와 단어의 형성 방법을 이해하여 한국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한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어형태론연습 _ Seminar in Korean Morphology

한국어 형태론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을 심화 탐구한다. 

한국어통사론연구 _ Studies in Korean Syntax

국어의 통사 규칙을 정립하여 국어의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교육하는 데에 교과의 목표를 둔다. 기존의 

통사론에 국어학 자료를 대입시켜 국어의 통사 현상을 이론화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국어의 독자적인 통사 구조를 정립하는 

데에 주력한다.

한국어통사론연습 _ Seminar in Korean Syntax

한국어 통사론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을 심화 탐구한다. 

고대한국어연구 _ Studies on Old Korean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의 국어를 연구한다. 이두・향찰・구결 등 한자로 차자 표기된 자료를 통하여 고대 국어의 문법 

체계를 규명한다. 아울러 고대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한다.

중세한국어연구 _ Studies on Middle Korean

15세기 중엽으로부터 16세기 말엽까지의 중세 국어의 문법을 연구한다. 『월인석보』・『법화경언해』 등과 같은 

불경언해(佛經諺解) 자료, 『삼강행실도』, 『소학언해』 등과 같은 경서언해(經書諺解) 자료를 통하여 중세 국어의 문법  

체계를 규명한다. 아울러 중세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한다.

근대한국어연구 _ Studies on Modern Korean

경서언해류를 비롯해서 『박통사』・『노걸대』와 같은 역학서(譯學書), 서간(書簡) 등의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서 근대 

국어의 문법을 연구한다. 아울러 근대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한다.

훈민정음연구 _ Studies on Hunminjeongeum

훈민정음의 제자원리(制字原理)를 비롯해서 세종시대의 국어학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의 연구 과제와 문제를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아울러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

한국어교수법의이론과실제 I _ T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수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언어권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최근의 매체기반 교수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한국어 교수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교수법의이론과실제 II _ Teach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I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수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언어권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최근의 매체기반 교수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한국어 교수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어휘론연구 _ Studies in Korean Lexicology

국어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 방법을 개관한다. 국어의 어휘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국어 어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하여도 그 특수성을 탐색한다.

한국어계통론연구 _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국어의 계통과 관련한 여러 연구 업적을 개관한다. 국어와 관련 언어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 특질을 파악하는 한편, 특히 

‘알타이어족설’을 중심으로 국어의 계통적 위치를 검토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어학사연구 _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시대별, 학자별로 국어 연구의 경향과 그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어학사의 시대 구분을 개관하는 

한편, 각 시대별로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인 학자를 중심으로 그 연구 성과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한다.

한국어음성학연구 _ Studies in Korean Phonetics

국어 음운론 연구를 위하여 음성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둔다. 국제음성기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음성 전사 능력을 

기르는 한편 국어의 음성과 음운의 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한국어사전학연구 _ Studies in Korean Lexicography

사전 편찬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을 개관한다. 기존에 편찬된 다양한 국어사전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사전 편찬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한자음연구 _ Studies in Sino-Korean Phonology

중국의 한자음과 달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 온 한자음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한자가 중국으로부터 

차용된 이후 중국의 한자음을 수용한 시기에 따라 한국 한자음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근대전환기한국어연구 _ Studies on Modern Transitional Period Korean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의 한국어 자료를 통해 근대전환기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을 연구한다. 국한문체 자료와 

순한글체 자료의 어휘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문법서, 교과서, 사전 등의 규범적 기술과 소설, 신문, 잡지 등의 실제적 

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근대전환기 국어의 특징을 규명한다. 아울러 근대전환기 어휘문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어정보학연구 _ Studies in Korean Informatics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한국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말뭉치(corpus) 언어학의 

이론을 탐구하여 말뭉치의 구축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학습한다. 아울러 말뭉치를 활용한 주요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정보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어정보학연습 _ Seminar in Korean Informatics

한국어 정보학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을 심화 탐구한다.

개별주제연구 _ Independent Study

연구 논문 작성 및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생이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습하고 수행하는 교과과정이다.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논문의 구성과 논지 전개의 방법, 연구 논문의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도 

교수의 지도를 통해 훈련한다.

전통의 현대화와 미래지향을 위한 교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현장학습과목

한국어방언조사 _ Field Research on Korean Dialect

특정한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둔다. 조사 결과를 방언 지도로 

작성하고 방언 분포나 방언 경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실습한다.

한글고문헌현장조사 _ Field Research on Korean Bibliography

국어학 연구에 활용되는 한글 고문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데 목적을 둔다. 대상 문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서지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한다.

연구참여과목

※ 개설 교과목 없음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

한국어연구의이론과방법 I _ Theory and Method in Korean Language Studies I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주제와 방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어연구의이론과방법 II _ Theory and Method in Korean Language Studies II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주제와 방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