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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본과는 국어학, 국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세 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전공마다 석사 및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어학에서는 국어에 나타나는 음성·음운, 문법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여 한국어의 특성과 본질을 탐구하며, 국문학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보다 깊
은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세계문학과 비교 검토하여 한국문학의 독창성을 천착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육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어교육 또는 제2언어교육로서의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다. 

교수진현황

김 형 필 문학박사(한양대), 국문학(현대시, 비교문학)(명예교수) 
남 성 우 문학박사(서울대), 국어학(의미론, 중세국어)(명예교수) 
양 민 정 문학박사(이화여대), 국문학(고전소설, 한국한문) 
허     용  언어학박사(런던대), 국어학(음운론, 한국어교육) 
채 호 석 문학박사(서울대), 국문학(현대소설, 현대비평) 
임 경 순 교육학박사(서울대), 국문학(서사이론) 
김 재 욱 문학박사(한국외대), 국어학(형태론, 한국어교육) 
김 의 수 문학박사(고려대), 국어학(통사론) 

교과목표

<어학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11701 D 고대국어연구 Studies in Old Korean
G11713 D 국어계통론특강 Topics 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G11712 D 국어문법사특강 Topics in the Historical Grammar of Korean
G11604 M 국어문자론연구 Korean Writing Systems
G11610 M 국어문체론연구 Korean Stylistics
G11106 M 국어방언학연구 Korean Dialectology
G11505 M 국어사연구 History of Korean Language
G11262 M 국어어휘론연구 Korean Lexicology
G11709 D 국어어휘론연습 Seminar in Korean Lexicology
G11257 M 국어음성학연구 Korean Phonetics
G11501 M 국어음운론연구 Korean Phonology
G11705 D 국어음운론연습 Seminar in Korean Phonology
G11711 D 국어음운사특강 Topics o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Korean
G11504 M 국어의미론연구 Korean Semantics
G11708 D 국어의미론연습 Seminar in Korean Semantics
G11503 M 국어통사론연구 Korean Syntax
G11707 D 국어통사론연습 Seminar in Korean Syntax
G11605 M 국어학사연구 History of Korean Language
G11710 D 국어학사연습 Seminar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G11607 M 국어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G11606 M 국어학연습 Seminar in Korean Language
G11608 M 국어학자료연구 Studies in Korean Language Material
G11502 M 국어형태론연구 Korean Morphology
G11706 D 국어형태론연습 Seminar in Korean Morphology
G11612 M 국어화용론연구 Studies in Korean Pragmatics
G11107 D 근대국어연구 Studies in Modern Korean
G11715 D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G11611 M 사회언어학연구 Studies in Sociolinguistics
G11702 D 중세국어연구 Studies in Middle Korean
G11256 D 한국문자론연습 Seminar in Korean Writing Systems
G11252 D 현대국어연구 Studies in Contemporary Korean
G11609 M 현대언어학이론연구 Theories of Modern Linguistics
G11736 M 현대음운이론연구 Research on Modern Phonological Theories

 



<문학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11722 D 羅․麗산문 설화연구 Prose, Oral Literature in Silla and Koryo
G11720 D 羅․麗謠연구 Prose in Shilla and Koryo
G11721 D 조선조시가연구 Poetry in Choson Period
G11128 D 한국1920-30년대소설연구 Korean Novels in 1920's-30's
G11733 D 한국1920-30년대시연구 Korean Poetry in 1920's-30's
G11620 M 한국개화기문학연구 Korean Literature in Enlightened Period
G11730 D 한국개화기소설연구 Korean Novels in Enlightened Period
G11731 D 한국개화기시가연구 Korean Poetry in Enlightened Peried
G11725 D 한국고전문학사상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houghts
G11506 M 한국고전문학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G11514 M 한국고전문학서지연구 Bibliograph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G11718 D 한국고전비평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Criticism
G11206 M 한국고전비평연구 Korean Classical Criticism
G11127 D 한국고전소설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Novels
G11507 M 한국고전소설연구 Classical Korean Novels
G11119 D 한국고전시가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Poetry
G11508 M 한국고전시가연구 Classical Korean Poetry
G11115 D 한국고전작가세미나 Seminar in Classical Korean Writers
G11621 M 한국고전작가연구 Korean Classical Writers
G11719 D 한국고전희곡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Drama
G11253 D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Thoughts of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G11109 D 한국근대비평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Criticism
G11726 D 한국근대소설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Novels
G11207 D 한국근대시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Poetry
G11729 D 한국근대희곡사연구 Hisroty of Early Modern Korean Drama
G11509 M 한국문학연구방법연구 Methodology of Korean Literature
G11735 D 한국문학의외국문학수용사연구 History of the Influences of Foreigh Literature
G11613 M 한국설화문학연구 Korean Oral Literature
G11614 M 한국전통극연구 Korean Traditional Drama
G11724 D 한국한문소설연구 Sino-Korean Novels
G11513 M 한국한문학연구 Sino-Korean Literature
G11723 D 한국한시연구 Sino-Korean Poetry
G11510 M 한국현대문학사연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G11618 M 한국현대문학의비교문학적연구 Comparative Stud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G11619 M 한국현대비평가연구 Criticis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G11515 M 한국현대비평연구 Criticis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G11511 M 한국현대소설연구 Modern Korean Novels
G11512 M 한국현대시연구 Modern Korean Poetry
G11616 M 한국현대시인연구 Study of Modern Poets
G11615 M 한국현대작가연구 Study of Modern Korean Writers
G11301 D 한국현대작가연구II Study of Modern Korean Writers II
G11617 M 한국현대희곡연구 Modern Korean Drama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11737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연구 Studies on Korean Linguistics as a Foreign Languag
G11740 M 한국어 음성·음운론 Theories of Korean Phonetics․Phonology
G11741 M 한국어 어휘·형태론 Theories of Korean Lexicology․Morphology
G11742 M 한국어 통사론 Theories of Korean Syntax
G11743 M 한국어 의미·화용론 Theories of Korean Semantics․Pragmatics
G11744 M 한국어 규범과 언어 예절 Regulations & Cultural Etiquette of Korean Language
G11745 M 언어학개론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G11746 M 대조언어학 Contrastive Linguistics
G11993 D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세미나 Seminar i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G11747 M 한국어사 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G11748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연구 Studies o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11738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Studies on Materials for Korean Teaching
G11749 M 언어교수이론 Theories on Language Teaching
G11751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론 Studies on Teaching Korean Grammar
G11752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론 Studies on Teaching Korean Vocabulary
G11753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 Studies o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G11754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 Evalu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11755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Speaking
G11756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론 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Reading
G11757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듣기 교육론 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Listening
G11758 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론 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Writing
G11759 M 한국어교육 연구방법론 Methodologies on the Researches of Korean Education
G11760 M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론 Studies on Teaching Korean culture
G11761 M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론 Studies on Teaching Korean Literature
G11762 M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교육론 Studies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for Foreigners
G11763 M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교육론 Studies on Korean Modern Literature for Foreigners
G11765 M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Modern Literature
G11766 M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G11767 M 한국시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Poetry
G11768 M 한국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G11769 M 한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G11770 M 한국사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G11771 M 한국어 교육실습과 교실운영 Teaching Practice & Management in Korean Classes
G11992 M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Speaking & Writing
G11772 D 외국어 습득론 Theories o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G11773 D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 Measurement & Evaluation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G11774 D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연구방법론 Methodologies on Korean Grammar Research as a Foreign Language
G11775 D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론 Curriculum Design and Textbook Development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강의 교과목 내용

<어학전공>
고대국어연구 (Studies in Old Korean)

  고대국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기법,음운,문법 및 어휘를 연구
국어계통론특강 (Topics 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알타이 제어의 실질적인 비교 연구와 나아가서 한국어의 계통적 특징과 체계를 연구
국어문법사특강 (Topics on the Historical Grammar of Korean)

  국어 문법 연구의 사적 고찰과 각 항목별로 대립되는 이론들을 분석 고찰하여 문법 연구의 전반적 분야를 살핌
국어문자론연구 (Korean Writing Systems)

  국어의 문자 체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국어문체론연구 (Korean Stylistics)

  문체론에 대한 이론의 전반을 검토하여 국어문체의 변천과정을 사적으로 연구함
국어방언학연구 (Korean Dialectology)

  국어 방언 연구의 이론과 방법 및 방언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사연구 (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가 겪어 온 언어적 변화를 밝히고 그 역사를 통시론적으로 연구
국어어휘론연구 (Korean Lexicology)



  국어의 어휘적 구조와 그 의미․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어휘론연습 (Seminar in Korean Lexicology)

  국어의 어휘적 구조 특징과 체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최근 이론을 이해하며 그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검
토함
국어음성학연구 (Korean Phonetics)

  국어의 언어음에 대하여 그 특질 체계 및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음운론연구 (Korean Phonology)

  국어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기술․설명함.
국어음운론연습 (Seminar in Korean Phonology)

  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기술․설명함
국어음운사특강 (Topics o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Korean)

  국어 음운론의 체계화 및 음운배합론의 유형 추출 등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음운 연구의 역사적 추이
를 고찰함
국어의미론연구 (Korean Semantics)

  국어의미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 국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의미론연습 (Seminar in Korean Semantics)

  국어의 의미체계를 역사적으로 살피고 국어 의미론에 대한 이론을 분석 검토함
국어통사론연구 (Korean Syntax)

  국어의 통사적 현상에 대한 통사적 구조와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통사론연습 (Seminar in Korean Syntax)

  국어의 통사적 구조와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
국어학사연구 (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학 연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국어학 연구의 합리
적 이론과 방법을 모색함
국어학사연습 (Seminar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국어 연구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 언어 의식의 변천을 검토하고,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국어학 이론의 체계를 검
토 연구함
국어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국어의 여러 층위의 구조와 현상들을 분석 기술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함
국어학연습 (Seminar in Korean Language)

  주로 학위 논문의 지도를 위한 과목으로 그리고 미진한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과목으로 활용함
국어학자료연구 (Studies in Korean Language Material)

  국어학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각기 주어진 분야의 자료를 정리하여 새 자료가 갖는 가치를 연구함.
국어형태론연구 (Korean Morphology)

  국어형태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검토하고 국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그 기능을 연구
국어형태론연습 (Seminar in Korean Morphology)

  국어의 형태론적 구조와 그 기능을 연구
국어화용론연구 (Studies in Korean Pragmatics)

  문장이 실제로 쓰이는 환경과 실세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 문장의 의미 연구
근대국어연구 (Studies in Modern Korean)

  근대국어의 음운, 문법 및 어휘를 연구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

사회언어학연구 (Studies in SociaIinguistics)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 접근 분석
중세국어연구 (Studies in Middle Korean)

  훈민정음 체계를 비롯하여 중세국어의 음운, 문법 및 어휘를 연구
한국문자론연습 (Seminar in Korean Writing Systems)

  국어 표기 체계의 역사적 추이와 문자론적 특징을 검토 연구함
현대국어연구 (Studies in Contemporary Korean)

  현대국어의 음운, 문법 및 어휘를 연구 



현대언어학이론연구 (Theories of Modern Linguistics)

  최근에 대두한 언어학 이론을 이해 검토함
현대음운이론연구 (Research on Modern Phonological Theories)

  자립분절음운론, 자질계층이론, 의존음운론, 지배음운론, 최적성이론 등 현대음운이론을 연구

<문학전공>
羅麗산문(散文),설화(說話)연구 (Prose, Oral Literature in Silla and Koryo)

  신라, 고려시대의 산문과 설화연구
羅麗謠연구 (Poetry in Silla and Koryo)

  신라의 향가, 고려가요에 나타난 제반 특질을 연구
조선조시가연구 (Poetry in Choson Period)

  조선시대의 시조, 가사 등을 대상으로 그 특질을 연구
한국1920-30년대소설연구 (Korean Novels in 1920's-30's)

  식민지시대의 문학적 상황과 소설작품 연구
한국1920-30년대시연구 (Korean Poetry in 1920's-30's)

  식민지시대의 문학적 상황과 시 작품 연구
한국개화기문학연구 (Korean Literature in Enlightened Period)

  한국 개화기 문학의 특징, 문학사에 있어서의 위치 등을 연구
한국개화기소설연구 (Korean Novels in Enlightened Period)

  한국 개화기소설을 문제중심으로 연구
한국개화기시가연구 (Korean Poetry in Enlightened Period)

  한국개화기 시가의 형태, 장르, 운율 등 연구
한국고전비평연구 (Korean Classical Criticism)

  19세기 이전의 한국 비평의 제반 특질 연구
한국고전문학사상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houghts)

  한국고전문학에 나타난 제 사상을 사적인 측면에서 연구
한국고전문학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문학사에 대한 개념 및 대상에 관한 원론적인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고전 문학에 나타난 제반 문제
를 연구
한국고전문학서지연구 (Bibliograph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한국 고전문학을 서지, 자료 중심으로 연구
한국고전비평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Criticism)

  19세기 이전의 한국 문학비평을 사적으로 연구
한국고전소설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Novels)

  문학사에 대한 개념 및 대상에 대한 원론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고전소설, 특히 조선조 소설을 사
적으로 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Classical Korean Novels)

  한국 고전소설의 전체적 윤곽과 특질을 조명하면서 그 주제, 인문, 구조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작품론적 연구를 
병행함
한국고전시가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Poetry)

  상고시대로부터 개화기 이전까지의 시가를 사적으로 연구
한국고전시가연구 (Classical Korean Poetry)

  상고 시가로부터 개화기 이전까지의 시가를 연구
한국고전작가 세미나 (Seminar in Classical Korean Writers)

  한국고전문학을 작가중심으로 연구
한국고전작가연구 (Korean Classical Writers)

  19세기 이전의 한국문학을 작가중심으로 연구
한국고전희곡사연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Drama)

  한국의 전통적인 가면극, 탈춤, 꼭두각시놀음 등을 사적으로 연구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 (Thoughts of Early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 근대문학을 사상적 측면에서 연구
한국근대비평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Criticism)

  한국근대비평을 사적으로 연구
한국근대소설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Novels)

  한국 근대소설을 사적으로 체계화하여 문제점을 연구
한국근대시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Poetry)

  한국 근대시를 사적으로 연구
한국근대희곡사연구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n Drama)

  한국 근대희곡을 사적으로 연구
한국문학연구방법연구 (Methodology of Korean Literature)

  다양한 문학연구 방법들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문학 연구에 실제 원용하는 문제를 탐구
한국문학의외국문학수용사연구 (History of the Influences of Foreign Literature)

  한국문학에 있어서 외국문학의 수용 상황을 사적으로 연구
한국설화문학연구 (Korean Oral Literature)

  한국 설화문학의 특징, 세계 설화문학과의 관련 관계를 연구
한국전통극연구 (Korean Traditional Drama)

  한국 전통극의 특징, 시대성과의 연관관계를 연구
한국한문소설연구 (Sino-Korean Novels)

  한국의 한문소설을 대상으로 그 특수성과 개별적 작품고찰에 주의
한국한문학연구 (Sino-Korean Literature)

  한국 고전중의 하나인 한시,소설 등 국․한문학을 연구
한국한시연구 (Sino-Korean Poetry)

  한국의 한시의 특수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사연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문학사에 대한 개념 및 대상에 관한 원론적인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반 문제를 
연구
한국현대문학의비교문학적연구 (Comparative Stud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비교 문학의 개념, 그 연구사 및 방법을 서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비교 문학적 연구의 가능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하여 검토
한국현대비평가연구 (Critic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 현대비평을 비평가 및 그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한국현대비평연구 (Criticism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910-1940년대의 한국문학 비평을 대상으로하여 그 이념, 문학이론, 실제비평 등을 해명하고 아울러 문학사적, 미
학적 의의를 탐구
한국현대소설연구 (Modern Korean Novels)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한국 소설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대에 따른 소설 작품의 고찰에 주력하고 
특히 근대 소설 특징이 어떤 점에 있는가를 검토하고 현대 소설과의 연계성을 살피는 작업
한국현대시연구 (Modern Korean Poetry)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시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대별 작품에 대한 고찰에 주력하고 특히 현대시
의 특성을 밝히고 그것이 고전시가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가를 살핌
한국현대시인연구 (Study of Modern Poets)

  한국 현대시인들의 시인의식,시대인식,미의식 그리고 기교 등을 탐구
한국현대작가연구 (Study of Modern Korean Writers)

  한국 현대소설 작가들의 작가의식, 시대인식, 미의식 및 기교 등을 탐구
한국현대작가연구 II (Study of Modern Korean Writers II)

  한국 현대소설 작가들의 작가의식, 시대인식, 미의식 및 기교 등을 탐구
한국현대희곡연구 (Modern Korean Drama)

  한국의 전통적인 연극, 갑오경장 이후의 신극 및 현대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극을 대상으로하여 사적인 체계를 세
워 통시적으로 연극의 흐름을 살피고 아울러 한국 현대 연극에 나타난 제 특징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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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연구 (Studies on Korean Linguistics as a Foreign Language)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의 총괄적인 내용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학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연구함.
한국어 음성·음운론 (Theories of Korean Phonetics․Phonology)

  한국어의 발음과 관련한 음성체계를 이해하고 음운법칙 및 음운 변화를 연구함. 
한국어 어휘·형태론 (Theories of Korean Lexicology․Morphology)

  한국어 어휘 및 형태론의 연구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한국어 문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형태소의 기본 개념 및 한국어 
단어형성 원리 및 단어 유형을 연구함.
한국어 통사론 (Theories of Korean Syntax)

  한국어 문장구조를 이해·분석함과 아울러 한국어 문장을 이루는 통사적 기능을 연구함. 
한국어 의미·화용론 (Theories of Korean Semantics․Pragmatics)

  한국어의 어휘 및 문장에 나타나는 의미를 연구하고 나아가 담화 차원에서의 말의 쓰임을 연구함. 
한국어 규범과 언어 예절 (Regulations & Cultural Etiquette of Korean Language)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예절을 익힘.
언어학개론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언어유형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함. 
대조언어학 (Contrastive Linguistics)

  한국어와 외국어의 대비를 통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며 이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함.
한국어사 연구 (Studies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한국어 변천에 관한 통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국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는지 이해하고 한국어의 변천과정을 
연구함.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세미나 (Seminar in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론들과 논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연구 (Studies o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한국어교육의 원리, 한국어교육문법, 한국어교수법 등의 개괄적
인 내용을 탐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Studies on Materials for Korean Teaching)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교재 구성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한
국어 교재를 분석·검토하고, 기학습한 교재 구성의 원리에 맞추어 한국어 교재를 재구성하고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맞    는 
교재 개발을 연구함. 
언어교수이론(Theories on Language Teaching)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에 따른 외국어 교수법의 발달사를 개괄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교수법을 연구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론(Studies on Teaching Korean Grammar)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문법과 달리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을 익
히고 이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론(Studies on Teaching Korean Vocabulary)

  한국어 어휘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어휘교수방법의 틀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론(Studies o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한국어의 발음교육을 위하여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Evalu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평가의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를 위한 기출문제를 분석, 검토하고 평가문제를 개발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Speaking)

  외국어교육의 기능별교수법 중 말하기교육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
지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론(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Reading)

  외국어교육의 기능별교수법 중 읽기교육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읽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듣기 교육론(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Listening)

  외국어교육의 기능별교수법 중 듣기교육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듣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론(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Writing)

  외국어교육의 기능별교수법 중 쓰기교육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쓰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함.
한국어교육 연구방법론(Methodologies on the Researches of Korean Education)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 주제,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 조사를 위한 가설 설정, 통계조사 방법론을 
계획하고 연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론(Studies on Teaching Korean culture)

  한국을 잘 나타내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론(Studies on Teaching Korean Literature)

  한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살펴보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학교육이 무엇
인가를 연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교육론(Studies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for Foreigners)

  외국인에게 교육할 만한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을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론을 연구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학 교육론(Studies on Korean Modern Literature for Foreigners)

  외국인에게 교육할 만한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을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론을 연구함.  
한국현대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Modern Literature)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  
한국고전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
한국시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Poetry)

  한국어의 발음과 관련한 음성체계를 이해하고 음운법칙 및 음운 변화를 연구함.
한국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의 특징을 외국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함.  
한국사회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Society)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학습함. 
한국사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History)

  한국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 
한국어 교육실습과 교실운영(Teaching Practice & Management in Korean Classes)

  실제적인 교육 실습을 통해 한국어교육 방법과 교실 운영 기술을 익힘. 
외국어 습득론(Theories o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외국어 습득과 학습에 따른 제반 이론을 연구하여 한국어 습득에 관한 이론
적 연구 토대를 마련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Measurement & Evaluation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함.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연구방법론(Methodologies on Korean Grammar Researc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연구 방법론에 대해 연구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론(Curriculum Design and Textbook Development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에 대해 연구함.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Methodologies of Teaching Korean Speaking & Writing)
  외국어교육의 기능별 교수법 중 말하기.쓰기 교육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말하기-쓰기능력 신장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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