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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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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표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비고

G15712 M 고급통사론 Advanced Syntax

G15623 M 관용구론 Phraseology

G15626 M 관용구와사전편찬 Phraseology and Lexicography

G15717 M 단어와어구 Words and Phrases

G15709 M 대비형태론 Constrastive Morphology

G15655 M 문체론연구 Studies in Stylistics

G15724 M 방언학연구 Studies in Dialectology

G15654 M 번역이론 Translation Theory

G15672 M 사전과문법,컴퓨터처리 Lexicon, Grammar and Computational Processing

G15716 M 사전편찬론 Lexicography

G15657 M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G15627 M 속담연구 Studies in Proverbs

G15634 M 수리언어학 Mathematical Linguistics

G15639 M 신경언어학 Neurolinguistics

G15725 M 실험음성학연구 Studies in Experimental Phonetics

G15658 M 심리언어학 Psycholinguistics

G15642 M 어휘론세미나 Seminar in Lexicology

G15126 M 어휘론연구 Studies in Lexicology

G15641 M 어휘론의제문제 Issues in Lexicology

G15640 M 어휘론주제연구 Topics in Lexicology

G15713 M 어휘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Lexicology

G15730 M 어휘문법과컴퓨터분석 Lexicon-Grammar and Automatic Analysis

G15863 M 언어습득I Language Acquisition I
G15653 M 언어와논리 Language and Logic

G15637 M 언어와정보 Language and Information

G15122 M 언어유형론연구 Studies in Linguistic Typology

G15864 M 언어정보의표현 Linguistic Information Representation
M 언어철학 Philosophy of Laguage

G15638 M 언어학과인지과학 Linguistics and Cognitive Science

G15119 M 언어학사 History of Linguistics

G15664 M 언어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Linguistics

G15707 M 역사비교언어학세미나 Seminar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15118 M 역사비교언어학연구 Studie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15608 M 역사비교언어학의제문제 Issue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15722 M 역사비교언어학주제연구 Topic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15703 M 역사비교언어학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15862 M 온톨로지세미나 I Seminar in Ontology I
G15865 M 온톨로지세미나 II Seminar in Ontology II

M 온톨로지연습 I Practice in Ontology I
G15869 M 온톨로지연습 II Practice in Ontology II
G15861 M 온톨로지입문 Introduction to Ontology
G15603 M 음성학세미나 Seminar in Phonetics

G15111 M 음성학연구 Studies in Phonetics

G15729 M 음성학의제문제 Issues in Phonetics

G15602 M 음성학주제연구 Topics in Phonetics

G15502 M 음성학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honetics

G15606 M 음운론세미나 Seminar in Phonology

G15503 M 음운론연구 Studies in Phonology

G15113 M 음운론의제문제 Issues in Phonology

G15604 M 음운론주제연구 Topics in Phonology

G15702 M 음운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honology

G15705 M 의미론세미나 Seminar in Semantics

G15506 M 의미론연구 Studies in Semantics

G15644 M 의미론의제문제 Issues in Semantics

G15643 M 의미론주제연구 Topics in Semantics

G15714 M 의미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Semantics

G15120 M 인도유럽언어학연구 Studies in Indo-European Linguistics

G15513 M 일반언어학연구 Studies in General Linguistics

G15517 M 일반언어학의제문제 Issues in General Linguistics

G15662 M 일반언어학I General Linguistics I

G15663 M 일반언어학II General Linguistics II

G15659 M 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G15115 M 전산언어학세미나 Seminar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G15666 M 전자사전구축방법론 Research on Machine-Readable Dictionaries

G15668 M 전자사전과한국어연구 Electronic Lexicon and Korean Studies

G15622 M 조어론 Word Formation

G15625 M 조어와텍스트언어학 Word Formation and Text Linguistics

G15670 M 컴퓨터기반언어연구 Linguistic Research and Computational Tools

G15671 M 컴퓨터언어학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G15667 M 컴퓨터와인간언어 Computer and Human Language

G15509 M 코퍼스-계량언어학 Corpus-quantitative Linguistics

G15630 M 통사론세미나I Seminar in Syntax I

G15633 M 통사론세미나II Seminar in Syntax II

G15632 M 통사론의제문제I Issues in Syntax I

G15723 M 통사론의제문제II Issues in Syntax II

G15629 M 통사론주제연구I Topics in Syntax I

G15631 M 통사론주제연구II Topics in Syntax II

G15728 M 통사론특강 Topics in Syntax

G15711 M 통사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Syntax

G15720 M 통사이론I Syntactic Theories I

G15721 M 통사이론II Syntactic Theories II

G15719 M 통사현상 Syntactic Phenomena

G15726 M 특수언어세미나 Seminar in Special Languages

G15613 M 특수언어연구I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I

G15614 M 특수언어연구II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II

G15615 M 특수언어연구III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III

G15624 M 파생형태론 Derivational Morphology

G15718 M 품사론 Word Classes

G15669 M 한국어정보처리 Korean Language Processing

G15656 M 현대기호학 Modern Semiotics



G15649 M 현대언어학방법론 Current Methods in Linguistics

G15650 M 현대언어학의동향 Recent Trends in Linguistics

G15651 M 현대언어학의주제연구 Topics in Modern Linguistics

G15501 M 현대언어학이론연구 Studies in Modern Linguistics

G15635 M 형식문법 I Formal Grammar I

G15636 M 형식문법Ⅱ Formal GrammarⅡ

G15618 M 형태론세미나I Seminar in Morphology I

G15621 M 형태론세미나II Seminar in Morpohology II

G15504 M 형태론연구 Studies in Morphology

G15617 M 형태론의제문제I Issues in Morphology I

G15620 M 형태론의제문제II Issues in Morphology II

G15616 M 형태론주제연구I Topics in Morphology I

G15619 M 형태론주제연구II Topics in Morphology II

G15727 M 형태론특강 Topics in Morphology

G15708 M 형태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Morphology

G15648 M 화용론세미나 Seminar in Pragmatics

G15507 M 화용론연구 Studies in Pragmatics

G15647 M 화용론의제문제 Issues in Pragmatics

G15508 M 화용론주제연구 Topics in Pragmatics

G15715 M 화용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ragmatics

강의 교과목 내용

고급통사론 (Advanced Syntax)

  통사론 핵심 분야의 현상과 이론을 개괄하여 통사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본다.
관용구론 (Phraseology)

  관용구 어휘소(Phraseolexeme)의 특성을 규명하여 그 의미적 유연성과 화용론적 기준에 의거하여 체계화한다.
관용구와사전편찬 (Phraseology and Lexicography)

  관용구를 실제 사전편찬에 있어서 어떻게 표제화 시키며 어떤 형태로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수록할지를 연구한다.
단어와어구 (Words and Phrases)

  주요 언어단위인 단어와 어구가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대비형태론 (Contrastive Morphology)

  상이한 언어의 형태론적 체계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상이성을 밝힌다.
문체론연구 (Studies in Stylistics)

  언어작용이 구문론과 어휘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방언학연구 (Studies in Dialectology)

  지역에 따른 방언의 연구를 어떻게 조사, 분류, 기술하는가를 이론과 함께 알아보며 현지 조사 방법도 다룬다.
번역이론 (Translation Theory)

  언어학의 이론 등을 번역에 응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연구한다.
사전과문법,컴퓨터처리(Lexicon, Grammar and Computational Processing)

  언어학 분야에 있어 사전 및 문법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컴퓨터    자동 처리를 위한 언어 자
료 구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사전편찬론 (Lexicography)

  사전 편찬상에서 일어나는 제문제와 좋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한 어휘의 어떤 언어 정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
는가를 실제 사전들의 구조를 살핌으로써 자세히 알아 본다. 아울러 보다 좋은 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언어학적 지
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상세히 다룬다.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교육, 직업, 지역 등의 사회적 요소와 언어의 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의 최근의 발달과 업적에 
대하여 논문들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 본다.
속담연구 (Studies in Proverbs)

  관용구에 속하며 문장형태를 갖는 속담의 의미와 어원을 밝혀 사회언어학적 배경과 민속학적 어원을 밝힌다.
수리언어학 (Mathematical Linguistics)

  논리학과 수학에서 정립된 수리적 구조가 자연언어의 구조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신경언어학 (Neurolinguistics)

  언어에 작용하는 신경학적 바탕을 알아보고 언어와 (뇌)신경의 관계를 연구한다.
실험음성학연구 (Studies in Experimental Phonetics)

  인간 언어에 쓰이는 음성을 음향 분석 기계 등을 이용하여 음성들의 음향 물리학적 특성들을 살펴 보아 인지, 분
석,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심리언어학 (Psycholinguistics)

  인간의 심리현상과 언어 활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인 심리언어학의 최근 발달과 업적에 대하여 논문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어휘론세미나 (Seminar in Lexicology)

  최근 어휘론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
로 연구한다.
어휘론연구 (Studies in Lexicology)

  자연언어에서 어휘목록은 어떠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배열되어 있는가를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연구한다.
어휘론의제문제 (Issues in Lexicology)

  최근 어휘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어휘론주제연구 (Topics in Lexicology)

  낱말밭 이론 등에 입각한 어휘 의미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 언어의 의미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어휘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Lexicology)

  언어의 어휘적 구조 특성과 체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최근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주제별로 
연구․검토한다.
어휘문법과컴퓨터분석 (Lexicon-Grammar and Automatic Analysis)

  어휘론, 사전학, 통사론 분야의 한 연구방법론인 어휘문법 이론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한 컴퓨터 자동분석
연구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언어습득I (Language Acquisition I)

  언어 습득의 보편성과 언어별 특수성을 공부한다.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 습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관하고, 실
제 언어 습득 자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언어와논리 (Language and Logic)

  언어와 논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동시에 언어의 논리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언어와정보 (Language and Information)

  언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언어유형론연구 (Studies in Linguistic Typology)

  어족에 따른 언어의 분류 이외에 가장 유력한 언어 분류 방법은 형태론적, 통사론적 유사성에 의하여 언어를 분류
하는 유형론적 방법이다. 이 언어 유형론의 최근 이론의 발전과 경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언어정보의표현(Linguistic Information Representation)

  자연언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적으로 표기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HTML, SGML, XML 등의 
언어를 이용한 자료, 문서 등의 표현법을 연습한다.
언어철학 (Philosophy of Language)

  플라톤으로부터 렛셀, 비트겐쉬타인 등에 이르기까지의 언어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목적으로하여 연구한다.
언어학과인지과학 (Linguistics and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은 인간의 지각과 사고의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인데,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제 현상이 어떻게 재조명되는지를 살펴본다.
언어학사 (History of Linguistics)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언어학의 발달에 대하여, 특히 현대 언어학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다룬다.
언어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Linguistics)

  언어학 논문쓰기를 위하여 어떻게 언어학적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
운 뒤 어떻게 구체적인 언어학 논문을 쓰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살펴본다.



역사비교언어학세미나 (Seminar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최근 역사비교언어학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역사비교언어학연구 (Studie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소장 문법학파 이후 현대언어학에서 역사비교언어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
하여 자세히 다룬다.
역사비교언어학의제문제 (Issue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최근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역사비교언어학주제연구 (Topic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Satem Theory 나 Laryngeal Theory와 같은 역사 비교 언어학의 중심 주제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논의하여 역사 비
교 언어학의 방법론을 현장에서 익히도록 한다.
역사비교언어학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역사비교언어학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연구를 시도한다.
온톨로지세미나 I (Seminar in Ontology I)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언어학적 이론 및 방법론을 연구한다.
온톨로지세미나 II (Seminar in Ontology II)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전산언어학적 이론 및 방법론을 연구한다.
온톨로지연습 I (Practice in Ontology I)

  온톨로지 구축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개별 온톨로지 구축 실습을 통해 온톨로지 구축의 기본을 
익힌다.
온톨로지연습 II (Practice in Ontology II)

  온톨로지 구축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된다. 개별 온톨로지 구축 실습을 통해 온톨로지 전반을 이해하도록 한
다.
온톨로지입문(Introduction to Ontology)

  온톨로지에 대한 철학, 논리학, 심리학, 전산학 등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언어학적 시각에서 온톨로지를 집중 연구한
다.
음성학세미나 (Seminar in Phonetics)

  최근 음성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
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음성학연구 (Studies in Phonetics)

  음성학의 실습을 통해 음성들을 정확하게 인식, 분석,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음성학의제문제 (Issues in Phonetics)

  최신 이론을 중심으로 한 음성학 이론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음성학주제연구 (Topics in Phonetics)

  조음, 음향 및 청음 음성학 등 일반 음성학과 그에 관한 주제별 주요 논문을 연구한다.
음성학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honetics)

  음성학에서 거론되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와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음운론세미나 (Seminar in Phonology)

  최근 음운론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음운론연구 (Studies in Phonology)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음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언어학의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자세히 
연구한다.
음운론의제문제 (Issues in Phonology)

  최근 음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음운론주제연구 (Topics in Phonology)

  기본적인 음운론 개념 및 방법론에 근거한 실제적인 음운의 분석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음운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honology)

  음운론의 이론적 제 문제와 논증방법 이해를 위하여 문제별 주요 논문을 상세히 연구한다.



의미론세미나 (Seminar in Semantics)

  최근 의미론에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
로 연구한다.
의미론연구 (Studies in Semantics)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의미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언어학의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자세히 
연구한다.
의미론의제문제(Issues in Semantics)

  최근 의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의미론주제연구 (Topics in Semantics)

  의미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 언어의 의미구조와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의미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Semantics)

  언어의 의미와 더 나아가 언어철학 분야에 관련된 주제들을 설정하여 보다 전문화된 연구를 시도한다.
인도유럽언어학연구 (Studies in Indo-European Linguistics)

  소장 문법학파의 업적 위에 인구어의 개별 언어로부터 근간어에 이르는 과정을 Laryngeal Theory 등의 규칙적 음
운변천을 바탕으로 밝혀본다.
일반언어학연구 (Studies in General Linguistics)

  일반언어학 개론 및 언어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본다.
일반언어학의제문제 (Issues in General Linguistics)

  최근 언어학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는 이론적 문제들을 자세히 다룬다.
일반언어학 I (General Linguistics I)

  학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언어학 입문과정으로서 일반언어학에서 가장 핵심이되는 언어학적 
전문 술어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아울러 언어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가르친다.
일반언어학 II ( General Linguistics II)

  학부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언어학 입문과정으로서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류언어학, 신경
언어학, 전산언어학과 같은 언어학과 인근 학문 사이의 학제적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자연 언어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룸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언어학적 작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룬다.
전산언어학세미나 (Seminar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전산언어학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하여, 전산 언어학을 위해 언어학적 자료를 
어떻게 다루고 언어학 이론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본다.
전자사전과한국어연구 (Electronic Lexicon and Korean Studies)

  컴퓨터 자동 처리를 위한 전자사전 구축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한국어 연구를 조명해 본다.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
적 성과 및 그 문제점들을 짚어 보며, 한국어 전자사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전자사전구축방법론 (Research on Machine-Readable Dictionaries)

  사전 편찬의 방법론과 이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완성된 사전 원고를 전산화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
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조어론 (Word Formation)

  신조어의 형성 방법과 구조를 연구하여 조어규칙(WFR)을 정립하며 잠재적 조어 가능성을 모델화한다.
조어와텍스트언어학 (Word Formation and Text Linguistics)

  텍스트의 종류에 따른 조어론적 특징을 연구하여 조어 방법과 텍스트 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컴퓨터기반언어연구 (Linguistic Research and Computational Tools)

  언어학 연구에 있어 컴퓨터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할 때 획득될 수 
있는 일반 언어학적 정보 및 텍스트 분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컴퓨터언어학주제연구(Special Topics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컴퓨터언어학 분야에 있어 주요한 특정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언어 처리를 위한 현행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주목되는 문제들 및 방향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컴퓨터와인간언어 (Computer and Human Language)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언어학적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된다. 
코퍼스-계량언어학 (Corpus Linguistics and Quantitative Linguistics)

  말뭉치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언어학 연구에 적용하는 말뭉치 언어학과 어휘의 빈도수를 조사하는 계량언어학에 대
한 전반적인 입문 과목이다.
통사론세미나Ⅰ (Seminar in SyntaxⅠ)

  최근 통사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통사론세미나Ⅱ (Seminar in SyntaxⅡ)

  최근 통사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통사론의제문제Ⅰ (Issues in SyntaxⅠ)

  최근 통사론에서 논의 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통사론의제문제Ⅱ (Issues in SyntaxⅡ)

  최근 통사론에서 논의 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통사론주제 연구Ⅱ (Topics in SyntaxⅡ)

  통사론이 촘스키의 생성-변형문법 이론의 출현 이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연구한다.
통사론주제연구Ⅰ (Topics in SyntaxⅠ)

  통사론이 촘스키의 생성-변형문법 이론의 출현 이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연구한다.
통사론특강 (Topics in Syntax)

  하나의 특별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Syntax)

  기존의 이론에서 잘 처리되지 않은 구조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통사이론I (Syntactic TheoriesⅠ)

  현대 통사론의 주요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통사 현상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 본다.
통사이론Ⅱ (Syntactic TheoriesⅡ)

  현대 통사론의 주요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통사 현상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 본다.
통사현상 (Syntactic Phenomena)

  특정한 이론을 가정하지 않고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현상을 분야별로 개관한다.
특수언어세미나 (Seminar in Special Languages)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는 언어가 아닌 특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한다.
특수언어연구Ⅰ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는 언어가 아닌 특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한다.
특수언어연구Ⅱ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는 언어가 아닌 특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한다.
특수언어연구Ⅲ (Studies in Special Languages Ⅲ)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는 언어가 아닌 특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한다.
파생형태론 (Derivational Morphology)

  신조어 생성방법 중 파생적 조어를 접사의 유무와 종류의 특징에 따라 분리하여 연구한다.
품사론 (Word Classes)

  형태소의 유형에 따라 단어 구조를 분석하며 품사를 의미론적, 통사론적, 형태론적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한국어정보처리 (Korean Language Processing)

  한국어관련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할때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응용 분야들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기호학 (Semiotics)

  소쉬르에서 비롯되는 현대 기호학이 전달 기호학과 의미 작용의 기호학으로 나누어지면서 형성된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한다.
현대언어학방법론 (Current Methods in Linguistics)

  언어학의 기본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현대의 새로운 이론 및 방법을 연구한다.
현대언어학의동향 (Recent Trends in Linguistics)



  일반 언어학 연구에 관계되는 몇몇 중요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을 이해하고 다른 응용 연구의 장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현대 언어학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다.
현대언어학의주제연구 (Topics in Modern Linguistics)

  현대 언어학 주제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대언어학이론연구 (Studies in Modern Linguistics)

  소쉬르 이후의 현대 언어학의 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 언어학의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다
룬다.
형식문법Ⅰ (Formal Grammar Ⅰ)

  자연 언어의 형식적인 성질들을 파악하여 문법 기술의 명시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법 모형들을 살펴본
다.
형식문법Ⅱ (Formal Grammar Ⅱ)

  자연 언어의 형식적인 성질들을 파악하여 문법 기술의 명시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법 모형들을 살펴본
다.
형태론세미나Ⅰ (Seminar in MorphologyⅠ)

  최근 형태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
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형태론세미나Ⅱ (Seminar in MorphologyⅡ)

  최근 형태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
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형태론연구 (Studies in Morphology)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형태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다
룬다.
형태론의제문제Ⅰ (Issues in MorphologyⅠ)

  최근 형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형태론의제문제Ⅱ (Issues in MorphologyⅡ)

  최근 형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형태론주제연구Ⅰ (Topics in MorphologyⅠ)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형태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
아본다.
형태론주제연구Ⅱ (Topics in MorphologyⅡ)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형태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
아 본다.
형태론특강 (Topics in Morphology)

  최근 학술 발표 자료를 독해하여 새로운 형태론 연구의 흐름을 파악한다.
형태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Morphology)

  특정한 희귀 언어에 형태론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화용론세미나 (Seminar in Pragmatics)

  최근 화용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토론하여 그 장단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집
중적으로 연구한다.
화용론연구 (Studies in Pragmatics)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화용론의 최근 경향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한다.
화용론의제문제 (Issues in Pragmatics)

  최근 화용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화용론주제연구 (Topics in Pragmatics)

  실제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화행위’를 연구한다.
화용론특수주제연구 (Special Topics in Pragmatics)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제문제를 선정하여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험 과목(2013년 2학기부터  개정)



(석사학위과정) <전체 3과목 선택>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언어학

형 태 론

통 사 론

음 성 학

음 운 론

의 미 론

화 용 론

전 산 언 어 학

심 리 언 어 학

G1508

G1509

G6414

G6415

G6416

G6147

G6148

G6149

<음성학, 음운론>,

<의미론,화용론>에서는

각각 1과목만 선택 가능

(박사학위과정) <전체 4과목 선택>

전공분야 전공과목(교과목코드) 비 고

언어학

형 태 론

통 사 론

음 성 학

음 운 론

의 미 론

화 용 론

전 산 언 어 학

심 리 언 어 학

1

D1508

D1509

D6425

D6426

D6427

D6428

D6429

D6430

<음성학, 음운론>,

<의미론,화용론>에서는

각각 1과목만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