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Middle Easter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Culture　중동언어·문화학과

Goals and Objectives 

HUFS Graduate School’s Department of Middle Easter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Culture has its 
goal in teaching Middle East languages and literatures to graduate students as well as cultivating 
students with abilit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study in the respective area of 
study. Such professionalism will aid students to become successful professionals in their specialization 
as they scrutinize the world affairs with their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a good level of realistic 
discernment. For this purpose, the Department provides courses that teach analytic and scientific 
methods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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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Deck-Kyu Ph.D. in Economics, University of Cairo Middle East Economics 
Hong, Soon Nam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iro Diplomatic History, Middle East 

Politics 
Lee, Doo Sun M.A. in Linguistics, Shahada Alkifa'fi Al-bahth. Universityde Tunis

Arabic Linguistics (Honorary professor) 
Lee, In Seop Ph.D. in Literature, Jordan University

Arabic Linguistics 
Lee, Young Tae Ph.D.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iro

Arabic Linguistics 
Oh, Myung Keun Ph.D. in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rabic Linguistics, Arabic Dialectology 
Park, Jong Pyung Ph.D. in Political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Middle East Area Studies, Middle East Politics 
Sohn, Joo Young Ph.D. in Literature, Al-Azhar University

History of Arab & Islam 
Song, Kyung Sook Ph.D. in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rabic Literature 
 
Iranian Language and Literature 
Chang, Byung Ock Ph.D. in Political Sci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ranian Politics
Kim, Young Youn Ph.D. in Litera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Iranian Oral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Yu, Dal Seung Ph.D.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ehran 

Iranian Political Thought, Iranian Political Culture 
 
Turkish Language and Literature 
Kim, Dae Sung Ph.D. in History, Hacettepe University 

History of Ottonian Education 
Yeon, Kyoo-seok Ph.D. in Linguistics, Ankara University 

Linguistics, Turkish Studies  



Course list

 <아랍어학분야>

G08502 M 아랍어통사론 Arabic Syntax
G08209 M 아랍어형태론 Arabic Morphology
G08205 M 아랍어형태론특강 Special Topics in Arabic Morphology
G08607 M 언어철학 Philosophy of Language
G08201 M 코란수사학연구 Study of Koranic Rhetorics

<아랍문학분야>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8105 M ABBASID문학연구 Study of Abbasid Literature
G08541 M IBNKHALDUN사상연구 Study of Ibn Khaldun's Thought
G08540 M JAHILIYYA문학연구 Study of Jahilyya Literature
G08508 M 고대아랍문학연구 Study of Old Arabic Literature
G08862 M 고대아랍시연구 Study of Old Arabic Poetry 
G08709 M 마그리브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Maghreb
G08860 M 마쉬리끄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Mashrig
G08860 M 문예부흥기의아랍문학연구 Study of Renaissance Arabic Literature
G08617 M 비교아랍문학방법론 Methods of Comparative Arabic Literature
G08206 M 샴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Sham
G08506 M 아랍문학개론 Introduction to Arabic Literature
G08505 M 아랍문학사 History of Arabic Literature
G08742 M 아랍여성문학연구 Study of Arab Feminist Literature
G08616 M 아랍이주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of Arab Emigrants
G08611 M 아랍희곡연구 Study of Arabic Drama
G08305 M 안달루시아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Andalusia
G08202 M 이슬람문학사상사 History of Islamic Literature and Thought
G08509 M 이슬람문화론 Study of Islamic Culture
G08868 M 이슬람초기.우마이야문학연구 Study of the Early Islamic and Umayyad Literature
G08867 M 이슬람문화론 Study of Islamic Culture
G08123 M 코란연구 Study of Koranic Literature
G08507 M 현대아랍문학연구 Study of Modern Arabic Literature
G08610 M 현대아랍소설 Modern Arabic Novel
G08863 M 중세아랍산문연구 Study of Medieval Arabic Prose
G08864 M 현대주요작가연구I Study of Major Modern Arab Writers I
G08865 M 현대주요작가연구II Study of Major Modern Arab Writers II
G08866 M 현대주요작가연구III Study of Major Modern Arab Writers III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8740 M IBN JINNI연구 Study of Ibn Jinni
G08741 M SIBAWAYHI문법연구 Study of Sibawayhi's Grammar
G08604 M 고급아랍어문법 Advanced Arabic Grammar
G08703 M 비교셈어론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G08603 M 아랍어교수법 Arabic Didactics
G08608 M 아랍어문장구조론 Study of Arabic Sentence Structure
G08117 M 아랍어문장구조론Ⅱ Study of Arabic Sentence StructureⅡ
G08306 M 아랍어문화구조론 Cultural Structure of Arabic
G08620 M 아랍어발달사 History of Arabic Language
G08605 M 아랍어방언연구 Study of Arabic Dialects
G08208 M 아랍어방언연구Ⅱ Study of Arabic DialectsⅡ
G08601 M 아랍어수사학연구 Study of Arabic Rhetorics
G08738 M 아랍어어원론 Arabic Etymology
G08606 M 아랍어어학사 History of Arabic Languistics
G08739 M 아랍어언어철학 Philosophy of Arabic
G08109 M 아랍어언어학 Arabic Linguistics
G08602 M 아랍어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Arabic Linguistics
G08104 M 아랍어음성학 Arabic Phonetics
G08867 M 아랍어음운론 Arabic Phonology
G08503 M 아랍어의미론 Arabic Semantics



<이란어문학분야>

G08812 M 이란현대시,소설연구 Study of Iranian Contemporary Poetry and Novel
G08804 M 이란현대시인연구 Study of Contemporary Poet
G08809 M 허페즈연구 Study of Hafez
G08819 M 중세이란어 Middle Iranian
G08813 M 천일야화연구 Study on Arabian Nights of Iran
G08820 M 현대이란어 Mordern Iranian

<터어키어문학분야>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8814 M 20세기이란문학 20th Century Iranian Literature
G08828 M 고급이란어문법 Advanced Iranian Grammar
G08818 M 고대이란어 Old Iranian
G08811 M 루미연구 Study of Rumi
G08810 M 사아디연구 Study of Sa'ad
G08808 M 왕서연구 Study of Shahname
G08802 M 이란고전시연구 Study of Persian Classical Poetry
G08803 M 이란고전시인연구 Study of Classical Poet
G08807 M 이란구비문학 Iranian Oral Literature
G08815 M 이란문학과이슬람 Iranian Literature and Islam
G08801 M 이란문학사 History of Persian=Iraninan Literature
G08806 M 이란아동문학 Iranian Children's Literature
G08817 M 이란어발달사 History of the Iranian Language
G08825 M 이란어방언연구 Study of Iranian Dialectology
G08827 M 이란어어원론 Iranian Etymology
G08821 M 이란어음운론 Iranian Phonology
G08822 M 이란어통사론 Iranian Syntax
G08826 M 이란어학연구방법론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ranian Linguistics
G08823 M 이란어형태론 Iranian Morphology
G08824 M 이란어화용론 Iranian Pragmatics
G08805 M 이란여성문학 Iranian Feminist Literature
G08816 M 이란작가연구 Study of Iranian Writers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8859 M 고대터키어연구 Study of Orkhon Turkic
G08835 M 공화국시기문학 Studies in Republic Literature
G08834 M 민족문학시기문학 Studies in National Literature
G08832 M 에데비야트 제디제 시기문학 Studies in Edebiyat Cedide
G08831 M 탄지마트시기문학 Studies in Tanzimat Literature
G08830 M 터키구비문학 Oral Literature in Turkey
G08841 M 터키문학에서의여성문제 Women's Problem in Turkish Literature
G08829 M 터키문학입문 Introduction to Turkish Literature
G08838 M 터키문학작품연구 Studies in Major Literary Works in Turkish Novel
G08843 M 터키비교문학 Turkish Comparative Literature
G08842 M 터키소설연구 Studies in Turkish Fiction
G08839 M 터키시연구 Studies in Turkish Poetry
G08858 M 터키어계통론특강 Topics on the Geneology of Turkish Language
G08851 M 터키어관용표현연구 Study on Turkish Idioms
G08855 M 터키어방언연구 Study of Turkish Dialects
G08848 M 터키어사회언어학 Turkish Sociolinguistics
G08852 M 터키어어휘론 Turkish Lexicology
G08853 M 터키어언어정책 Language Planning in Turkey
G08847 M 터키어음운론 Turkish Phonology
G08856 M 터키어의 의성-의태어연구 Study on Turkish Onomatopoeia
G08849 M 터키어의미론 Turkish Semantics
G08850 M 터키어통사론 Turkish Syntax
G08854 M 터키어품사론 Study on Turkish Parts of Speech
G08846 M 터키어형태론 Turkish Morphology
G08857 M 터키언어사연구 History of Turkish Language
G08844 M 터키언어학세미나 Seminar on Turkish Linguistics



G08837 M 터키연극연구 Study of Turkish Drama
G08836 M 터키작가연구 Studies in Turkish Writers
G08840 M 터키현대작가연구 Studies in Modern Turkish Writer
G08845 M 튀르크어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Turkish Languages
G08833 M 페즈리 아티 시기문학 Studies in Fecri Ati Literature

Course description

<아랍어학분야>
Ibn Jinni연구 (Study of Ibn Jinni)

  아랍문법학자인 Ibn Jinni의 文法理論과 특징을 아랍어 문법이론의 발전과정을 통해 고찰
Sibawayhi문법연구 (Study of Sibawayhi's Grammar)

  Sibawayhi의 “al-kitab”의 문법체계를 연구하고 타학자들의 문법과 비교연구
고급아랍어문법 (Advanced Arabic Grammar)

  아랍어의 문법체계를 정립하며 Basra, Kufa, Baghdad, Andalusia등 각 학파들간의 문법이론 비교연구
비교셈어론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셈어에 속하는 각 언어와 아랍어와의 구조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을 언어학적 입장에서 비교연구
아랍어교수법 (Arabic Didactics)

  외국인이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을 연구
아랍어문장구조론 (Study of Arabic Sentence Structure)

  표준 아랍어 및 구어체 아랍어 문장등의 구조를 언어학적으로 규명
아랍어문장구조론Ⅱ (Study of Arabic Sentence StructureⅡ)

  아랍어의 문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
아랍어문화구조론 (Cultual Structure of Arabic)

  아랍어와 동일어족계의 언어를 문화적으로 비교, 그 구조를 분석
아랍어발달사 (History of Arabic Language)

  부족 언어에서 현재의 표준아랍어가 되기까지의 아랍어의 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아랍어방언연구 (Study of Arabic Dialects)

  사우디, 이집트, 마그리브, 레반트 등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별 방언을 연구하고 코란아랍어와의 상관관계를 연구
아랍어방언연구Ⅱ (Study of Arabic DialectsⅡ)

  아랍어 방언 연구의 이론과 방법 및 방언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아랍어수사학연구 (Study of Arabic Rhetorics)

  아랍어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수사법을 형태별로 분석 연구
아랍어어원론 (Arabic Etymology)

  아랍어 단어의 기원 및 생성을 연구함으로써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함.
아랍어어학사 (History of Arabic Linguistics)

  초기 이슬람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랍어 연구에 대한 통시적 연구
아랍어언어철학 (Philosophy of Arabic)

  아랍어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철학적 접근과 아랍어 문법의 발달 과정에 끼친 철학의 영향을 연구
아랍어언어학 (Arabic Linguistics)

  아랍언어학의 제 연구분야의 역사적 개관과 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아랍어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Arabic Linguistics)

  아랍어의 형태론, 의미론, 어원론, 구문론, 음운론, 문법구조 등의 모든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아랍어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연구

아랍어음성학 (Arabic Phonetics)

  아랍어의 음운체계와 음성분석방법을 타언어와 비교연구
아랍어음운론 (Arabic Phonology)

  아랍어의 음운론 개념 및 연구방법론, 그리고 아랍어의 실제적인 음운분석을 다룸.
아랍어의미론 (Arabic Semantics)

  통시적 입장에서 아랍어 문장의 의미구조와 의미변화과정 등을 연구
아랍어통사론 (Arabic Syntax)

  표준 아랍어 및 구어체 아랍어의 기본문장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아랍어 문장의 심층구조와 변형 규칙의 유형을 연
구하고 이를 통해 아랍어 문장구조의 매개변인과 보편적 특성을 연구



아랍어형태론 (Arabic Morphology)

  아랍어 단어의 형태론적 특징인 활용과 파생 규칙을 연구
아랍어형태론특강 (Special Topics in Arabic Morphology)

  아랍어 단어의 형태론적 특징인 활용과 파생 규칙을 연구
언어철학 (Philosophy of Language)

  플라톤으로부터 비트겐쉬타인 등에 이르기까지의 언어 본질에 대한 철학적 분석
코란수사학연구 (Study of Koranic Rhetorics)

  코란에 사용된 수사법을 체계화하여 아랍어 수사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아랍문학분야>
Abbasid문학연구 (Study of Abbasid Literature)

  아랍문학의 황금기, 압바스조의 아랍 문학을 장르별, 작가별로 분류, 고찰
IbnKhaldun사상연구 (Study of Ibn Khaldun's Thought)

  Ibn Khaldun의 역사철학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Jahiliyya문학연구 (Study of Jahiliyya Literature)

  이슬람 이전의 문학, 특히 Mu'allaqat를 중심으로 한 고대시가 연구
고대아랍문학연구 (Study of Old Arabic Literature)

  1800년 이전의 아랍문학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발전과정을 연구
고대아랍시연구 (Study of Old Arabic Poetry)

  아랍문학의 정수로 간주되는 고대 아랍시의 다양한 특성을, 주요 시인과 작품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
마그리브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Maghreb)

  현대 아랍문학 중 특히 마그리브 지역의 문학이 지니는 비중과 그 특성을 연구
마쉬리끄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Mashrig)

  이집트와 레바논,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포함하는 마쉬리끄(아랍동부)의 아랍    문학을 다루고 그 특성을 
연구
문예부흥기의아랍문학연구 (Study of Renaissance Arabic Literature)
  19세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랍문예부흥운동(Nahdah)기간에 활동한 주요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함.
비교아랍문학방법론 (Methods of Comparative Arabic Literature)

  아랍문학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
샴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Sham)

  현대 아랍문학 중 특히 샴 지역의 문학이 지니는 비중과 그 특성을 연구
아랍여성문학연구 (Study of Arab Feminist Literature)

  현대 아랍문학 특히 나왈 싸으다위, 가다쌈만, 싸하르 칼리파 등 여성작가들의 작품과 그 특성을 연구
아랍이주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of Arab Emigrants)

  Jubran, Nuaima등 특히 남․북 미주지역으로 이민간 아랍인들에 의한 아랍문학을 연구하고 그 비중을 검토 연구
아랍문학개론 (Introduction to Arabic Literature)

  아랍문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사조별로 분류, 그 개요를 문학이론적인 입장에서 연구
아랍문학사 (History of Arabic Literature)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문학사를 장르별, 시대별로 분류연구
아랍희곡연구 (Study of Arabic Drama)

  현대아랍 희곡을 연구
안달루시아문학연구 (Study of Arabic Literature in Andalusia)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이루어진 아랍문학이 지니는 특성과 그 비중을 연구
이슬람문학사상사 (History of Islamic Literature and Thought)

  이슬람 문학과 이슬람 사상과의 연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연구
이슬람문화론 (Study of Islamic Culture)

  아랍학의 총체적 연구를 위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제연구
이슬람초기.우마이야문학연구 (Study of the Early Islamic and Umayyad Literature)
  A.D. 7～8세기 무렵의 초기 이슬람 시대에서 우마이야 시대까지의 아랍문학을 연구
코란연구 (Study of Koranic Literature)



  코란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가치와 문학성, 즉 문학으로서의 코란을 연구
중세아랍산문연구 (Study of Medieval Arabic Prose)
  마까마, <천일야화>, 알자히즈의 산문 등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산문문학을 개관하고     작품을 분석
현대아랍작가론 (Modern Arabic Writers)

  Taha Hussayn, Hakim, Mahfuz, Idris, Sharqawi, Kanafani 등 현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작가
들의 미학과 사상을 연구

현대아랍시연구 (Study of Modern Arabic Poetry)

  현대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현대 아랍시의 특성을, 대표적 시인들의 작품연구
현대아랍소설 (Modern Arabic Novel)

  현대아랍의 장․단편 소설을 장르별, 사조별로 분류연구
현대아랍문학연구 (Study of Modern Arabic Literature)

  1800～1970년대의 아랍문학의 개요 연구
현대주요작가연구I, II, III (Study of Major Modern Arab Writers I, II, III)

  20세기와 현재의 아랍문단을 대표하는 아랍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연구

<이란어문학>
20세기 이란문학(20th Century Iranian Literature)

전 장르에 걸친 오늘의 이란문학을 총괄적으로 분석

고급 이란어문법(Advanced Persian Grammar)
언어학의 발전된 연구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문법을 탐구

고대이란어(Old Persian)

이슬람전기의 언어를 연구 분석
루미연구(Study of Rumi)

신비주의 서사시인으로 불리는 루미의 작품을 이해하여 문학성과 가치를 분석

사아디연구(Study of Sa'ad)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훈시인 사아디의 작품-골레스턴, 부스턴-을 연구 분석

왕서연구(Study of Shahname)

11세기 민족의 서사시인으로 칭해지는 훼르도씨의 왕서를 통해 이란인의 신화와 그 특성을 연구 분석
이란고전시연구(Study of Persian Classical Poetry)

10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친 고전문학황금기의 시작품들을 텍스트로 연구 분석

이란고전시인연구(Study of Classical Poet)
고전문학황금기에 문학사적 가치를 남긴 시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

이란구비문학(Iranian Oral Literature)

상고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민담. 전설. 신화들을 작품을 통해 연구 분석
이란문학과 이슬람(Iranian Literature and Islam)

7세기 이슬람의 유입부터 1979년 이슬람혁명까지 문학에 나타난 이슬람적 성격을 연구 분석하여 이란문학의 종교성을 정리하여 타 이슬람국가와의

비교
이란문학사(History of Persian=Iraninan Literature)

이란문학을 작가와 작품들에 준하여 역사적 흐름으로 연구 분석

이란아동문학(Iranian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의 작품을 분석하여 특성과 문학성을 연구

이란어어원론(Persian Etymology)

아랍어 문자와 조어법, 어휘들의 근원을 연구 분석하여 이란어를 재조명
이란어음운론(Persian Phonology)

이란어의 음성․음운을 연구 분석

이란어통사론(Persian Syntax)
이란어의 통사적 성격을 규명

이란어형태론(Persian Morphology)

이란어의 형태적 성격을 규명
이란어화용론(Persian Pragmatics)

실용 언어로서의 이란어의 모든 성격을 고찰

이란어발달사(History of the Persian Language)



언어학의 준하여 역사적으로 이란어의 발달과정을 연구
이란어방언연구(Study of Persian Dialectology)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방언연구를 통하여 민족적 언어환경을 고찰

이란어학연구방법론(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ersian Linguistics)
이란어를 언어학의 접근 방법론에 대입하여 연구 분석하여 성격을 규명

이란여성문학(Iranian Feminist Literature)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이란적 여성주의를 재조명
이란작가연구(Study of Iranian Writers)

전 시대를 통하여 작가론에 준하여 문인들을 분석

이란현대시․소설연구(Study of Iranian Contemporary Poetry and Novel)
오늘의 시와 소설을 분석하여 시대적․사회적 특징을 연구

이란현대시인연구(Study of Contemporary Poet)

20세기 중반부터 자유시의 시형으로 작시한 시인들을 연구 분석
중세이란어(Middle Persian)

이슬람기와 전기에 걸쳐 활용된 언어를 분석하여 성격을 규정

천일야화연구(Study on Arabian Nights of Iran)
중동 설화문학의 대작인 천일야화의 이란판을 연구 분석하여 문학적 성격을 규정

허페즈연구(Study of Hafez)

서정시인 허페즈의 가잘을 분석하여 시의 성격과 의미를 연구
현대이란어(Modern Persian)

오늘의 이란어를 연구 분석하여 언어학적 특성을 연구

<터키어문학>
고대 터키어 연구(Study of Orkhon Turkic)

  고대 터키어 자료인 오르혼 비문을 토대로 돌궐어의 표기법, 음운, 문법 및 어휘를 연구
공화국 시기 문학(Studies in Republic Literature)

  1923년～현재까지의 터키문학연구
민족문학 시기 문학(Studies in National Literature)

  1911년～1923년까지의 터키문학연구 
에데비야트 제디데 시기 문학(Studies in Edebiyat Cedide)

  1896년～1901년까지의 터키문학연구
탄지마트시기 문학(Studies in Tanzimat Literature)

  1860년～1896년까지의 터키문학연구 
터키 문학 작품 연구(Studies in Major Literary Works in Turkish Novel)

  터키 문학사의 주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
터키 비교문학(Turkish Comparative Literature)

  터키 문학의 주제와 소재 면에서 타 이슬람 국가, 일례로 아랍 혹은 페르시아와 어떤    영향관계와  변별성이 있
는지를 구비문학작품을 통해 연구
터키 언어학 세미나(Seminar on Turkish Linguistics)

  터키 언어학의 제 연구 분야의 역사적 개관과 문제점에 관한 세미나
터키 연극 연구(Study of Turkish Drama)

  시대별로 터키의 연극발달사 및 희곡작품 및 작가 분석.
터키구비문학(Oral Literature in Turkey)

  터키의 신화, 민담, 설화 등 터키 구비문학 연구
터키문학에서의 여성문제(Women's Problem in Turkish Literature)

  터키 근대문학에 나타난 여성문제 고찰(남성 및 여성작가 텍스트에 반영 양상)
터키문학입문(Introduction to Turkish Literature)

  터키문학의 특징을 이슬람 수용이전 및 이후로 대별하여 터키문학의 특징 및 발달사    연구
터키소설연구(Studies in Turkish Fiction)

  터키 근대 및 현대 소설 작품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당시 터키 사회 변화상 고찰
터키시 연구(Studies in Turkish Poetry)

  터키시 발달사와 주제 및 소재 연구



터키어 관용 표현 연구(Study on Turkish Idioms)

  터키어의 관용 표현상의 특징을 구문론적, 의미론적으로 연구 고찰
터키어 방언 연구(Study of Turkish Dialects)

  터키어의 각 방언들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체계를 비교 연구
터키어 사회언어학(Turkish Sociolinguistics)

  터키 사회와 문화 속에서 기능하는 언어 표출 현상인 다양한 Sociolects들을 비교 연구
터키어 어휘론 (Turkish Lexicology)

  터키어의 어휘소들의 공시적 관계에 관한 연구
터키어 언어정책(Language Planning in Turkey)

  건국초기 감행한 문자혁명을 시작으로 터키가 시행한 각 언어 정책의 특징을 연구
터키어 음운론(Turkish Phonology)

  음운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터키어 음소체계와 음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 설명함.
터키어 의미론(Turkish Semantics)

  의미론의 기본 개념과 연구방법을 통한 터키어의 어휘체계와 문장 의미에 대한 연구
터키어 통사론(Turkish Syntax)

  전통문법과 구조주의 통사론의 기본 개념과 연구방법에 의한 터키어 문장 구조 분석    과 특징을 고찰
터키어 품사론(Study on Turkish Parts of Speech)

  서구 전통 문법에서의 품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터키어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연구
터키어 형태론(Turkish Morphology)

  형태론 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터키어 형태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 설명함.
터키어계통론특강(Topics on the Geneology of Turkish Language)

  알타이 제어의 실질적인 비교 연구와 터키어의 계통적 특징과 체계를 연구
터키어의 의성-의태어 연구(Study on Turkish Onomatopoeia)

  터키어의 의성 의태어들의 음운, 형태, 통사적인 특성을 연구
터키언어사 연구(History of Turkish Language)

  터키어가 겪어온 언어적 변화를 밝히고 그 역사를 통시적으로 연구
터키작가연구(Studies in Turkish Writers)

  시대별 터키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경향 연구
터키현대작가 연구(Studies in Modern Turkish Writer)

  공화국 시대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진 터키 현대 작가들의 작품 연구
튀르크어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ies on Turkish Languages)

  튀르크제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적 특성의 비교 연구
페즈리 아티 시기 문학(Studies in Fecri Ati Literature )

  1909년～1913년까지의 터키문학연구
Comprehensive exam

  (석사학위과정)
  (아랍어‧문학 전공)

  

전공분야 전공과목 교과목 코드 전공관련과목(교과목 코드)

공 통
아 랍 어 학 사 G0801

어학‧문학 필수아 랍 문 학 사 G0808

어 학
아 랍 어 음 성 학

통 사 론

G0802

G0803
택 1

문 학
아 랍 시
현 대 아 랍 작 가 론

G0809

G0812
택 1

  (이란어‧문학 전공)

  

전공분야 전공과목 교과목 코드 전공관련과목(교과목 코드)

문 학
이 란 문 학 사

전 공 이 란 어

G6253

G6254
이 란 어 발 달 사 G6255

어 학
이 란 어 발 달 사

전 공 이 란 어

G6255

G6256
이 란 문 학 사 G6253



  (터키어‧문학 전공)

  

전공분야 전공과목 교과목 코드 전공관련과목(교과목 코드)

문 학
터 키 언 어 사 연 구

전 공 터 어 키 어

G6257

G6258
탄지마트 시 기 문 학 G6259

어 학
탄지마트 시 기 문 학

전 공 터 어 키 어

G6259

G6260
터 키 언 어 사 연 구 G6257

  (박사학위과정)
  (아랍어‧문학 전공)

  

전공분야 전공과목 교과목 코드 전공관련과목(교과목 코드)

공 통
아 랍 어 학 사 D0801

어학‧문학 필수아 랍 문 학 사 D0808

어 학

아 랍 어 음 성 학

통 사 론

아 랍 어 방 언 연 구

D0802

D0803

D0806

택 2

문 학

아 랍 시

아 랍 소 설

현 대 아 랍 작 가 론

D0809

D0810

D0813

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