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
교과목
코드

학년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국어국문

1-1

전공기초

0008645 고전과삶

Classics and Life

The students in this course cultivate the basic ability to read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주제가 담긴 한국의 인문고전을 읽고 현대적 문
and criticize Korean classical humanities to gain a broad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foundation on matters pertaining to modern society.

국어국문

1-1

전공기초

AIA6086

LINGUISTICS AND HUMAN

일반 언어의 통시, 공시적 고찰을 통하여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의
미론, 방언 등의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basic theory of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dialect etc, through
diachronic consideration and synchronic consideration of
general language.

국어국문

1-1

전공기초

0007800 자기설계세미나 I

Self - Design Seminar I

대학생활 안내 및 전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Self - Design Seminar I

국어국문

1-1

전공기초

AI01001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korean learner will understand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by
문학의 기본적 지식을 통해 한국 현대문학의 작품과 특징을 검토하고
studying for feature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work through
이를 바탕으로 하눅 현대문학을 이해한다.
basic knowledge of literature.

국어국문

1-2

전공기초

0004890 문학과문화

Literature and Culture

국어국문

1-2

전공기초

0004905 한국어논리와표현

Logic and Expressions in Korean

언어와인간

한국문학의이해

영문교과목명

국어국문

1-2

전공기초

0004894 한자와생활

Korean Usage of Chinese Characters

국어국문

2-1

전공선택

0004907 고전시가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al Poetry

국어국문

2-1

전공선택

AIA6129

PRACTICAL POETRY CREATIVE

국어국문

2-1

전공선택

0005761 한국문학과세계문학

Korean and World Literatures

국어국문

2-1

전공선택

0008646 한국한문의이해

Understanding of Chinese Classics

국어국문

2-1

전공선택

0004896 현대희곡론

Study of Korean Modern drama

국어국문

2-1

전공필수

0004895 한국의언어

The Korean Language

국어국문

2-1

전공필수

0004906 현대문학사1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04916 고전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al Novel

시창작실기

교과목개요

영문교과목개요

문화 이론의 기초를 학습하면서 시, 소설, 영화, 연극 등 많은 문학 관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련 텍스트들을 분석해 보는 교과목이다.
cultural study.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earn how to think logically and
학술적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초인 논리적 사고 방법과 효과적 표현 방
effective way to express their thinking which is the foundation
법을 배우고 익힌다.
of academic writing and speaking.
기초적인 한자와 한문을 습득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를 심도 있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 전공에 필요한 기초능
력을 배양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cultivate the basic ability of
Chinese caracters and sentences needed in daily life and for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The students in this course make an analysis of the Korean
한국 고전시가의 통시적 변화 및 공시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고
classical poetry including synchronic nature and diachronic
전시가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한다.
changes.
korean learner will get ability for poetry creative writing
시창작의 원리와 실제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시창작 능력을 고양한다. through study of principle and reality of poetry creative
writing.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국문학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similarities and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이 수 differences between world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by
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문학 텍스트들을 세계문학의 중요 문학 텍스 approaching Korean literature from a comparative literature
트들과 비교함으로써 세계문학의 일부로서 한국문학이 담지하고 있는 perspective. Through this class, students can identify the
보편성 및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universality and speciality that Korean literature contains as
The students in this course cultivate the basic ability to enrich
한국 한문 고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문 고전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and Chinese classics, and to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ritically read and analyze Korean-Chinese works and writers.
희곡 장르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면서 한국 현대문학사의 주요 희곡작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theory of drama
품들을 강독해 보는 교과목이다.
genre and main works of Korean modern drama.
한국어에 내재하는 언어보편적 특성과 한국어를 특징짓는 고유한 속
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주요한 원천이자 그 결과물로서
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and the unique properties which characterize Korean
language, this course helps to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Korean which is a major source of our
national culture.

해방 이전의 현대문학(근대문학)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modern Korean
목이다.
literary history of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students in this course make an analysis of the Korean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 고전소설의 통시적 변화 및 공시적 특질을
classical novels, especially Chosun dynasty, including
분석함으로써, 한국 고전소설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한다.
synchronic nature and diachronic changes.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08650 구술문학의이해

Readings in Korean Classics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04889 한국공연예술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Performing Arts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10494 한국어교육의이해

Introduction to Teach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08651 한국어문법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Grammar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0004899 현대문학사2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2

국어국문

2-2

전공선택

AIA6043

STUDY OF MODERN NOVELS

현대소설론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theory of Korean
한국의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
performing art and watch some kinds of Korean performing
고 실습하는 교과목이다.
art arts.
본 교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기초적이며,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ay theoretical and practical
실적용적 이론들을 다룬다.
found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한국어의 단어, 구, 문장의 구조, 기능, 분석 방법, 형성 원리를 일반
언어 이론 및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의 기초 위에서 탐구하고 이를 통
해 한국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해방 이후 현대문학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현대소설의 내용, 성격 및 기법을 이론과 실제 작품을 통하여 연구한
다.

Examining structure, function, analysis method and formation
principle at the level of word, phrase, sentence respectfully
on the basis of general linguistic theory and cognitive
science, this course helps to wide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grammar of Korean.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of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contents, character and
technique of modern novel through theory and actual works.

고전문학의 전개를 고대부터 19세기까지 통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from ancient times until 19th century, reveal the truth, seek
통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 the way Korean literature has passed, and consider the
다.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to understand our
lives today.
The students in this course cultivate the basic ability for
동아시아의 고전텍스트를 현대적 시각에서 읽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enriching their understanding of East Asian classics from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modern perspectives.

국어국문

2-2

전공필수

0004874 고전문학사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0004902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0009346 스토리텔링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본 교과목은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고 습득함으
로써,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시킨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study how to structure and create
narratives.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0004862 제2언어습득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 언어 습득이라는 광범위한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원
리를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의 장단
점을 이해한다.

This course makes students to explore the general principl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derst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which are based on those principles.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0004855 한국어문법교육론

Pedagogy of Korean Grammar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을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study effective pedagogical
탐구한다.
methods for Korean grammar for foreigners.

동아시아고전텍스트
읽기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e students in this course make an analysis of the Korean
구술문학의 통시적 변화 및 공시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구술문
oral literature including synchronic nature and diachronic
학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한다.
changes.

Readings in East Asian Classics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0004917 한국어의어문규범

Norm of Korean Language

국어국문

3-1

전공선택

AIA6045

STUDY OF MODERN POETRY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9347 문학과문화콘텐츠

Korean Literature and Cultural Contents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8653 한국고전텍스트읽기

Readings in Korean Classics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4901 한국문학과영화

Korean Literature and film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8654 한국어발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Pronunciation

현대시론

Considering the norms which defines the correct use of
한국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어문규범의 구체적
Korean including their linguistic arguments, this course helps
인 내용과 그러한 규범의 언어학적 근거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말과 글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correct
의 올바른 사용의 실질적인 양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use of spoken and written Korean.
시의 본질, 시의 기능, 시의 흐름, 현대시의 특징, 시정신, 형식과 내
용을 연구, 논술한다.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essence, function, flow, mental,
form and contents of pome and features of modern poem.

The students in this course understand the nature and value
이 과목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보고이자 상상
of the classics as the treasure chest of cultural content and
력과 창조력의 원천인 문학의 가치를 이해한다.
sources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고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
하고 복합적으로 창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cultivate the basic ability for
reading of Korean classics to understand and discuss critical
issues based on different research methodologies.

한국문학작품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들을 중심으로 영화사의 흐름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Korean film history and
films based on Korean literature.

언어학의 하위 영역인 음성학과 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어의 발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 various phenomena in Korean pronunciation on the basis of
는 능력을 기른다.
the research results of phonetics and phonology.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한국어자료와한국어
0004872
의역사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4912 한국어표현교육론

Pedagogy of Productive Skills of Korean
Language

시대별 한국어자료를 강독함으로써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음운, 형 this course outlines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in phoneme,
태, 통사, 의미의 차원에서 개관하고 이를 통해 우리말과 글의 역사에 form, syntax, and semantic dimensions respectfully. It makes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y of Korean wider
and deeper.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study effective methods and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situations for the pedagogy of expression in Korean for
교수, 학습 상황 및 방법론을 탐구한다.
foreigners.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4914 현대문학과문화론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Cultural Study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문학이 문화 텍스트로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양상에 대해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4876 현대시인론

Study of Korean Modern Poets

20세기 이후 활동했던 주요 시인들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공부하는 교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main poets of
과목이다.
Korean modern literature.

국어국문

3-2

전공선택

0008655 현대작가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Writers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0006749 대중서사장르론

Understanding Popular Narrative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0004884 문학비평연습

Seminar on Literary Criticism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0008648 인천의언어와문학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cheon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0008647 한국고전문학과여성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Women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0004908

한국어의사소통의이
해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in Korean

국어국문

4-1

전공선택

AIA6104

한국어학특강

SPECIAL TOPIC IN KOREAN LINGUISTICS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등 국어학의 전 분야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만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problematic topic of all field of
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기술하여 국어연구의 방법론을 습득한다. korean linguistics (phonology, semantics, syntax, etc.).
이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문화연구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 사례 등을 학습하고 습득된 이론을 토대로 스스로 문화적 사
례들을 선택하여 분석, 비평하게 된다. 문화연구는 문화가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는 광범위한 사례들에 주목하며 그것의 의미를 문화
이론을 통해 분석, 비평하는 작업이며 문화연구의 대상은 문학, 영화,

Linguistic material and History of Korean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Understanding works, artistry,
life and world view of modern writers after 1900s in this
course.
이 수업은 한국 대중서사장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 This course aims to look at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적으로 한다.
Korea popular narrative.
대중서사장르는 대중서사의 창작 주체와 수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일 Popular narrative genre refers to a series of narrative type that
련의 서사 유형을 말한다.
can be shared by the creative subject and audience of the
그러한 유형의 대표적 예로는 역사허구물, 추리물, 연애서사, SF 등을 popular narrative.
다양한 문학 비평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학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the theory of criticism.
비평을 시도해 보는 교과목이다.
현대작가의 이해라는 교과목은 한국 현대 작가들의 중요작품과 세계
관, 생애에 대해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인천의 언어와 문학 교과목은 인천 지역의 언어와 문학의 특성을 이해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locality of Incheon
함으로써 인천의 지역성을 공부하는 교과목이다.
through studying language and literature of Incheon province.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전문학 텍스트에 재현된 여성의 삶을 읽고 해
석하며, 나아가 고전문학의 현대적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화자와 청자의 협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인지 과정으로 파
악하는 인지적 화용론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과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어국문

4-2

전공선택

0010495 문화연구의이해

Understanding Cultural Studies

국어국문

4-2

전공선택

0004888 미디어글쓰기

Writing for Journalism

국어국문

4-2

전공선택

0006763 저널리즘 글쓰기

국어국문

4-2

전공선택

0007396 한국문학세미나

Korean Literature Seminar

국어국문

4-2

전공선택

0008649 한국문학특강

Special Lectures on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에서 문제적이고 특별한 주제를 형성하는 시, 소설, 비평 등
의 작품들을 공부하는 교과목이다.

Basic Korean(1)

1급한국어(1)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27 1급한국어(1)
위생 교과목

Writing for Journalism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study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culture.

언론, 출판 현장에서 요구되는 글쓰기를 실습해 보는 교과목이다.

<한국어논리와 표현>, <소설창작실기> , <시창작실기>, <미디어 글
쓰기> 등의 글쓰기 관련 전공교과목 중의 한 과목이다. 칼럼, 기사문,
서평, 논술, 영화평 등 저널리즘에서 활용되는 글쓰기를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해 본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스스로 한국문학에
관한 논문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으면서 학기말에 한
편의 소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가장 심화된 한국문학 전
공 강좌로서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전문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글쓰기를 훈련하게 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various aspects of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on the basis of feminism.
Applying the results of cognitive pragmatics, that regards
communication process as a delicate cognitive process
which takes place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to Korean-based communication process,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thods and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basic concepts,
methodologies, and examples of cultural studies and select
cultural examples on their own based on acquired theorie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m. Cultural studies is the work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its meaning through cultural theory,
The students in this course will write articles, columns, book
reviews for journalism.
This course is one of the writing-related subjects.
Column, Article, Book reviews, Essays, Movie reviews, such
as learning to write utilized in journ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et up their own thesis topics on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lectures of the professor in
charge, and will work on writing one essay at the end of the
semester while reading related books and papers. As the
most intensive course in Korean literature, students will
Korean learner will study for understanding problematic topic
of Korean literature (poem, novel, drama, essay, critique,
etc.) in this course.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1). And they can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29 1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Basic Korean(2)

1급한국어(1)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1). And they can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30 1급한국어연습(1)
위생 교과목

Basic Korean Audiovisual(1)

1급한국어연습(1)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
고 읽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1). And they can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31 1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Basic Korean Audiovisual(2)

1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
고 읽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1). And they can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37 2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Level 2 Korean(2)

2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2). And they can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62 2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Level 2 Korean Practice(2)

2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읽기, 듣기, 쓰기, 말하
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to second-level Korean Practice (2) so that they can use it
fluently in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50 2급한국어회화(2)
위생 교과목

Level 2 Korean Dialogue(2)

Through Korean conversation class that utilizes partnership,
2급한국어회화(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파트너쉽을 활용한 회화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수업을 통해 익히고 듣기와 말하기 등에 적용한다.
to second-level Korean Conversation (2) and apply it to
listen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39 3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Level 3 Korean(2)

3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third-level Korean (2). And they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64 3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Level 3 Korean Practice(2)

3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읽기, 듣기, 쓰기, 말하
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to third-level Korean Practice (2) so that they can use it
fluently in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52 3급한국어회화(2)
위생 교과목

Level 3 Korean Dialogue(2)

Through Korean conversation class that utilizes partnership,
3급한국어회화(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파트너쉽을 활용한 익히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고 듣기와 말하기 등에 적용한다.
to third-level Korean Conversation (2) and apply it to
listen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41 4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Level 4 Korean(2)

4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s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fourth-level Korean (2). And they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66 4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Level 4 Korean Practice(2)

4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읽기, 듣디, 쓰기, 말하
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s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fourth-level Korean (2). And they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54 4급한국어회화(2)
위생 교과목

Level 4 Korean Dialogue(2)

Through Korean conversation class that utilizes partnership,
4급한국어회화(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파트너쉽을 활용한 회화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수업을 통해 익히고 듣기와 말하기 등에 적용한다.
to fourth-level Korean (2) and apply it to listen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44 5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Level 5 Korean(2)

5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se Korean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fifth-level Korean (2). And they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68 5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Level 5 Korean Practice(2)

5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읽기, 듣기, 쓰기, 말하
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to fifth-level Korean Practice (2) so that they can use it
fluently in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56 5급한국어회화(2)
위생 교과목

Level 5 Korean Dialogue(2)

Through Korean conversation class that utilizes partnership,
5급한국어회화(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파트너쉽을 통해 익히고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듣기와 말하기 등에 적용한다.
to fifth-level Korean (2) and apply it to listen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46 6급한국어(2)
위생 교과목

Level 6 Korean(2)

6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문법과 그 활용을 익히고 읽
기와 쓰기등에 적용한다.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se Korean grammar and its
use that corresponds to sixth-level Korean (2). And they
apply them to reading and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70 6급한국어연습(2)
위생 교과목

Level 6 Korean Practice(2)

6급한국어연습(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읽기, 듣디, 쓰기, 말하
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The student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to sixth-level Korean Practice (2) so that they can use it
fluently in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Through Korean conversation class that utilizes partnership,
6급한국어(2) 레벨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파트너쉽을 활용한 회화수업 the students in this course practice Korean that corresponds
을 통해 익히고 듣기와 말하기 등에 적용한다.
to sixth-level Korean (2) and apply it to listening and
speak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0058 6급한국어회화(2)
위생 교과목

Level 6 Korean Dialogue(2)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 언어문화 입문
0006415
위생 교과목
(1)

An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한국의 언어문화를 소개한다.

Introduce the Korean Language Culture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 언어문화 입문
0006977
위생 교과목
(2)

An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2)

한국의 언어문화를 소개한다.

Introduce the Korean Language Culture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이해의 기초
0006413
위생 교과목
(1)

Basic of Korean Comprehension 1

한국어 이해 활동(듣기, 읽기)의 기초를 다진다.

Learn the basics of Korean Understanding Activity(Listening,
Read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이해의 기초
0006975
위생 교과목
(2)

Basic of Korean Comprehension(2)

한국어 이해 활동(듣기, 읽기)의 기초를 다진다.

Learn the basics of Korean Understanding Activity(Listening,
Read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이해의 심화
0006416
위생 교과목
(1)

Advanced Course of Korean Comprehension 1

한국어 이해 활동(듣기, 읽기)을 심화한다.

Improve understanding activity(Listening, Reading) of Korean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이해의 심화
0006978
위생 교과목
(2)

Advanced Course of Korean Comprehension(2)

한국어 이해 활동(듣기, 읽기)을 심화한다.

Improve understanding activity(Listening, Reading) of Korean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표현의 기초
0006414
위생 교과목
(1)

Basic of Korean Expression 1

한국어 표현 활동(말하기, 쓰기)의 기초를 다진다.

Learn the basics of Korean Expression Activity(Speaking,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표현의 기초
0006976
위생 교과목
(2)

Basic of Korean Expression(2)

한국어 표현 활동(말하기, 쓰기)의 기초를 다진다.

Learn the basics of Korean Expression Activity(Speaking,
Writing)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표현의 심화
0006417
위생 교과목
(1)

Advanced Course of Korean Expression 1

한국어 표현 활동(말하기, 쓰기)을 심화한다.

Improve expression activity(Speaking, Writing) of Korean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어 표현의 심화
0006979
위생 교과목
(2)

Advanced Course of Korean Expression(2)

한국어 표현 활동(말하기, 쓰기)을 심화한다.

Improve expression activity(Speaking, Writing) of Korean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0006412 한국어의 이해
위생 교과목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국어국문

외국인 교환/복수학
한국의 언어문화의 이
0006418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한국의 언어문화를 이해한다.
위생 교과목
해(1)

Understand Korean Language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