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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목 개요

이 과목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언어와 사회와 문화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와 사회와 문화의 밀접한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영어학부 영어 전공자들 및
기타 언어와 문화 관련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인문학의 핵심 분야인 언어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 중 언어와 사회
와 문화 현상과 관련된 일반언어학, 사회언어학 및 문화인류언어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의 이해를 제공하고 이 개념
과 이론을 우리 주변의 실제 언어 문화 현상에 비추어 (특히 세계 언어문화지역별 비즈니스 문화) 응용적으로 이해
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접목이 된 입체적 강의를 제공한다.

2. 강의목표

1) 언어의 본성과 사회와 문화 현상과의 밀접성을 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학습을 통하여 심층적
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인문학의 핵심 분야인 언어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성격을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운
다.
2) 영어 원서 강독을 통해 영어 독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 개념과 이론 이해를 위한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통해 분석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발표 능력을 배양한다.
3) 언어문화의 보편성 이해를 통해 인간의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세계 언어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통
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취창업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문화 현상과 비즈니스 현상을 연결해서 보는 근본적인
혜안을 기른다.

3. 강의방법

강의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되 학생들의 강독을 병행하면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토론을 병행한다. 수업
의 진행은 교과서 강독을 통한 내용 이해를 시작으로 PPT 교안 자료를 통한 심화 학습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소그룹 토
론을 진행한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영어로 주요 개념을 반복 강의하여 영어 훈련 효과를 도모
한다. 동시에 영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과의 비교 예시를 통해 각 언어문화권의 비교 분석
과 그곳의 비즈니스 현상과 경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매주 수업의 초기에 영어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핵
심 개념과 이론의 주요 논점을 복습 요약 강의함으로써 복습 효과는 물론 영어 듣기 향상에도 기여한다. 학기말에는
10-minute presentation을 부과하여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주요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관찰하고 분석
한 일상에서의 언어와 사회와 문화 현상을 (비즈니스 현상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발표한다.

4. 평가방법

출석 및 참여도: 10%
과제: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기말발표: 20%

5. 과제물

교과서 chapter 연습 문제 풀이, 각 언어문화권 예시 찾기 등

6. 실험, 실습계획

7. 관련강의

8. 장애학생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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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출판사 저자 연도 교재여부

An Introduction to Language. 9th Edition
(International edition)

Fromkin, V. 2007 교재

주 기간 강의내용 참고자료 비고

1
2016-08-29 ~
2016-09-02

오리엔테이션,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언어 지식

2
2016-09-05 ~
2016-09-09

언어 사용의 창조성

3
2016-09-12 ~
2016-09-16

Universal Grammar 와 언어습득

4
2016-09-19 ~
2016-09-23

인간 언어 vs. 동물 언어

5
2016-09-26 ~
2016-09-30

언어와 사고 (Sapir-Whorf Hypothesis)

6
2016-10-03 ~
2016-10-07

언어와 문화 (Linguistic/Cultural Determinism and
Relativism)

7
2016-10-10 ~
2016-10-14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비즈니스와 경영 문화를
중심으로)

8
2016-10-17 ~
2016-10-21

중간고사

9
2016-10-24 ~
2016-10-28

지역방언 (방언과 액센트)

10
2016-10-31 ~
2016-11-04

사회방언 (계층, 인종), 언어와 태도

11
2016-11-07 ~
2016-11-11

미국의 흑인 영어

12
2016-11-14 ~
2016-11-18

언어와 성: 남녀의 언어 차이, Sexism

13
2016-11-21 ~
2016-11-25

Pidgins and Creoles

14
2016-11-28 ~
2016-12-02

Bilingualism , 속어, 은어, Taboo, Euphemism

15
2016-12-05 ~
2016-12-09

학기말 발표

16
2016-12-12 ~
2016-12-16

학기말 발표, 학기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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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재

10. 강의일정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