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CW 참여강의 개요

1. 교과목 개요

2. 주차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교과목명(국문) 한국어의 이해

교수자명 안병섭

교과목 학습목표
1. 본격적인 한국어학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2. 한국어학의 하위 분야별로 연구 대상과 기초적인 연구 방법 등을 익힌다.
3. 한국어학과 인접학문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한국어학의 외적 확장을 탐색한다.

교과목 소개

이 교과목에서는 국어국문학과와 한국학전공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으로, 한국
어 연구에 필요한 제반 내용과 우리말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본다. 특히 한국어학의 
기본적인 용어, 한국어학 하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한국어 연구를 위한 언어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한다. 

교과목 키워드 한국어, 한국어학, 국어학, 국어학개론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한국어학의 제 분야
언어 연구의 유형/한국어학의 하위 분야/한국
어의 개략적인 특징

01_한국어학의 제 분야

2 한국어 연구를 위한 음성학
말소리의 두 개념/발음기관/음성 산출 과정/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

02_ 한국어 연구를 위
한 음성학

3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분절음 체계/한국어의 운율 체계/한국
어의 음운 현상

03_한국어 음운론

4 한국어 형태론 형태소의 유형/ 형태소 분석 04_한국어 형태론

5 한국어의 단어 형성법 한국어 단어의 유형과 단어 형성 방법
05_한국어의 단어 형성

법

6 한국어의 품사 체계 한국어의 품사 체계 및 품사별 특징 06_한국어의 품사 체계

7 한국어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의 종류와 기능/한국어의 기본 어순
과 기본 문형/한국어 문장 성분의 특징

07_한국어 문장의 구성

8 한국어 문장의 종결과 확대 방법
문장의 종결/문장의 확대_내포/문장의 확대_
접속

08_한국어 문장의 종결
과 확대 방법

9 한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 피동/사동/높임/시제/상/양태/부정 표현
09_한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

10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단어의 의미 관계와 체계/문장의 의미 10_한국어의 의미론

11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과정
민족의 이동과 언어 형성 과정/우리말과 알타
이 제어와의 관계/우리말과 주변국 말의 친근 
관계

11_한국어의 계통과 형
성 과정

12 우리말 표기의 역사
문자의 유형과 발달 과정/훈민정음 이전의 차
자 표기 원리/훈민정음의 문자 체계

12_우리말 표기의 역사

13 한국어의 역사적 변천
국어사의 시대구분 방법과 쟁점/한국어의 음
운, 문법, 표기법의 시대별 변천 과정 

13_한국어의 역사적 변
천

14 한국어와 방언 한국어의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특징 14_한국어와 방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