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Turkic, Central Asian and Mongolian studies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Goals and Objectives 

The graduate school of HUFS has opened the department of Turkic, Central Asian and Mongolian 
studies for the first time on March, 2015 for accommodating Korean society’s demand and necessity 
about systematic study of Turkic World. The department of Turkic, Central Asian and Mongolian studies 
is planning to implement deep and systematic specialized education with the undergraduate school 
through the study of humanities foundation and social-scientific convergence.
The department of Turkic, Central Asian and Mongolian studies is aimed at differential education which 
leads internal research of Turkic World through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local language and culture. We perform multilateral and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about humanity 
science and social science of Turkic Countries based on Turkic language. We suggest that through our 
graduate school’s good curriculum, become an expert of Turkey which is emerging as a new market 
and Central Asian which attracts public attention as repository of the vast energy and miner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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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Young Hoon Ph.D. in History,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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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on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Walcutt University of North Florida 
 Nadir Engin Uzun Ph.D. in Linguistics, Ankara Universtiy  
 Aliya Kuryshzhanova Ph.D. in Linguistics, Kazakh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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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shan Ibrahimov Ph.D. in Political Science, Azerbaijan Diplomatic Academy 

Course list

<인문⋅사회 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65001 M/D 투르크학 총론 Introduction to Turkology
G65002 M/D 투르크 역사 세미나 Turkic History Seminar
G65003 M/D 투르크 민족과 문화 Peoples & Cultures of Turkic World
G65004 M/D 투르크 신화와 종교 Turkic Myths & Religion in Turkic World
G65005 M/D 고급 투르크어 문헌읽기 Advanced Reading in Turkic Texts
G65006 M/D 투르크 사회와 매스미디어 Society & Mass Media in Turkic World
G65007 M/D 투르크 문학 Turkish & Turkic Literature
G65008 D 이슬람과 모더니즘 Islam & Modernism
G65009 D 투르크 구전 문학사 Turkic Oral Epic History
G65010 D 실크로드 문명 교류 (Civilization Interaction in Silk Road)
G65024 M/D 몽골제어심층연구 Indepth study of the Monglic languages
G65025 M/D 몽골사세미나 Mongol history seminar
G65026 M/D 몽골종교세미나 Seminar on Mongolian Religions 
G65027 M/D 알타이어제어의심층연구 Indepth study on the Altaic languages
G65028 M/D 유목민족사세미나 Seminar on nomadic troop history 
G65029 M/D 동서문명의교류 Civilization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G65034 D 몽골고전심층연구 Indepth study on Mongol classics



<정치⋅경제 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65011 M/D 투르크세계의 민족문제와 정치 Nationality Problems & Politics in Turkic World
G65012 M/D 터키 경제와 산업 Economy & Industry of Turkey
G65013 M/D 터키 정치-사회 변동 Transition in Turkish Politics and Society
G65014 M/D 중앙아시아 경제와 에너지 Economy and Energy in Central Asia
G65015 M/D 중앙아시아 정치-사회 변동 Transition in Central Asian Politics and Society
G65016 M/D 터키와 중앙아시아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in Turkey & Central Asian States
G65017 M/D 터키 특강 Topics in Turkish Studies
G65018 M/D 중앙아시아 특강 Topics in Central Asian Studies
G65019 D 이슬람과 정치 Islam & Politics
G65020 D 지역통합과 정치경제 Regional Integration & Political Economy
G65021 D 환경문제와 사회갈등 Environmental Problems & Social Constraints
G65022 D 엘리트와 리더쉽 Elite & Leadership
G65023 D 공공외교와 ODA Public Diplomacy & ODA
G65030 M/D 몽골정치변동세미나 Seminar on political changes of Mongol 
G65031 M/D 몽골의사회변동세미나 Seminar on Mongol social changes
G65032 M/D 몽골의경제와자원 Mongolian economy and resources
G65033 M/D 포스트사회주의투르크지역권정치사회변동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Turkic Area in Post Socialism
G65035 D 몽골외교의심층연구 Indepth study on the Mongolian diplomacy 
G65036 D 몽골-투르크계민족의디아스포라연구 Study on the diaspora of Mongol-Turkic tribes 
G65037 D 칭기스칸의세계경영 World management of Genghis Khan 
G65038 D 포스트소비에트투르크지역권및몽골대외정책연구 Study on foreign policies of Mongol and post-Soviet Turkic regions

Course description

<인문⋅사회>

[석-박사]

투르크학 총론(Introduction to Turkology)

  투르크학 전반에 관한 개관을 다루는 수업으로 연구 대상지역과 학문 영역 등의 주요 개념과 범위를 공부한다. 이 수업

을 통해 투르크학의 큰 줄기를 이해하고 향후 진행될 세부 전공에 대한 맥락을 잡을 수 있게 한다.

투르크 역사 세미나(Turkic History Seminar)

  기초 전공으로 투르크지역의 유구하면서도 복잡한 역사적  흐름을 공부한다.

투르크 민족과 문화(Peoples & Cultures of Turkic World)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되어 거대한 문명적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투르크 지역의 개별 민족과 문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투르크 신화와 종교(Turkic Myths & Religion in Turkic World)

  투르크 제 민족들의 주요 신화와 종교에 대해 공부한다.

고급 투르크어 문헌읽기(Advanced Reading in Turkic Texts)

  언어적 이해와 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급 투르크어에 대한 해독 능력을 기른다.

투르크 사회와 매스미디어(Society & Mass Media in Turkic World)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투르크계 국가들의 현대사회와 주요 현안들에 대해 공부한다.

투르크 문학(Turkish & Turkic Literature)

  투르크계 국가들의 주요 문학작품을 해독, 이해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심화 학습은 물론 그들의 문학세계에 대해 공부한

다. 

몽골 제어(諸語) 심층연구(Indepth study of the Monglic languages)

  할하, 부리야트, 칼묵, 오르도스어 등 세계 각지의 몽골어에 대한 학습을 심화한다.

몽골사 세미나(Mongol history seminar)

  기초 전공으로 학부에서 배운 몽골의 역사를 분야별로 심화 학습한다. 

몽골종교 세미나(Seminar on Mongolian Religions) 

  무속, 불교, 민간신앙 등 전통 종교와 기독교 등 후대에 전해진 종교를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알타이어 제어의 심층 연구(Indepth study on the Altaic languages)

  몽골, 투르크제어를 중심으로 알타이 제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유목민족사 세미나(Seminar on nomadic troop history)

  몽골-투르크계 유목민족의 기층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동서문명의 교류(Civilization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서간의 문명 교류의 실태를 심화 학습한다. 

[박사]

이슬람과 모더니즘(Islam & Modernism) 

  이슬람과 모더니즘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공부를 통해  투르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투르크 구전 문학사(Turkic Oral Epic History) 

  투르크 사회에 전해지는 주요 구전문학을 연구한다.  

실크로드 문명 교류(Civilization Interaction in Silk Road)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지역과 민족들이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를 공부함으로써 인류 문명교류사

를 연구한다. 

몽골 고전 심층 연구(Indepth study on Mongol classics)
  몽골비사 등 주요 고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정치⋅경제>

[석-박사]

투르크세계의 민족문제와 정치(Nationality Problems & Politics in Turkic World)

  중앙아시아와 터키지역의 복잡한 민족문제와 정치적 의제들에 대해 공부한다.

터키 경제와 산업(Economy & Industry of Turkey)

  신흥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터키 정치-사회 변동(Transition in Turkish Politics and Society)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떠오른 터키가 당면한 주요 정치문제와 사회적 변동에 대해 공부한다.

중앙아시아 경제와 에너지(Economy and Energy in Central Asia)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에너지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중앙아시아 정치-사회 변동(Transition in Central Asian Politics and Society)

  냉전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주요 정치, 사회문제들에 대해 이해한다.

터키와 중앙아시아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in Turkey & Central Asian States)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대해 공부한다.

터키 특강(Topics in Turkish Studies)

  터키의 주요 이슈와 연구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중앙아시아 특강(Topics in Central Asian Studies)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연구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몽골 정치 변동 세미나(Seminar on political changes of Mongol) 

  1992년 체제전환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그 후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몽골의 사회 변동 세미나(Seminar on Mongol social changes)

  1992년 체제전환 이후 몽골 사회의 변화를 다면적으로 학습한다.

몽골의 경제와 자원(Mongolian economy and resources)

  몽골 경제 현황과 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포스트사회주의 투르크지역권 정치,사회 변동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Turkic Area in Post Socialism)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



화를 겪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수 민족은 투르크족이며 투르크 민족은 과거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와 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진단해 본다.

[박사]

이슬람과 정치(Islam & Politics)

  투르크계 국가들에서 이슬람종교와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지역통합과 정치경제(Regional Integration & Political Economy)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터키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통합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연구한다. 

환경문제와 사회갈등(Environmental Problems & Social Constraints)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천연자원의 배분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국제관계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진

행한다.  

엘리트와 리더쉽(Elite & Leadership) 

  투르크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엘리트와 리더십에 대한 유형과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공공외교와 ODA(Public Diplomacy & ODA) 

  소프트파워가 중요시 되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의미와 투르크계 국가들의 주요 사례를 연구한다.   

몽골 외교의 심층연구(Indepth study on the Mongolian diplomacy) 

  몽골의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심층 학습한다

몽골-투르크계 민족의 디아스포라 연구(Study on the diaspora of Mongol-Turkic tribes) 

  유라시아 대륙 중앙부를 무대로 활동했던 몽골-투르크계 제민족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를 심층 학습한다.

칭기스 칸의 세계 경영(World management of Genghis Khan) 

  칭기스 칸의 세계 경영의 실태를 심화 학습한다.

포스트 소비에트 투르크지역권 및 몽골대외정책연구

(Study on foreign policies of Mongol and post-Soviet Turkic regions)

  국제경제질서와 신흥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외정책을 심층 학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