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언어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Culture and Language)

1. 교육목표
일본어학과 일본 01문학 및 일본어교육학에 관한 이론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하
여 각 분야의 연구자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일본문화, 일어교육

박 사

일본문화, 일어교육

석·박사 통합

일본문화, 일어교육

3. 교과목해설
DHBA44951 일본문화론특강1(SPECIAL LECTURE ON JAPANESE CULTURE THEORY 1) [3학점 3시간]
현대로부터 고대까지의 일본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장르별 일본문화의 내용과 그 특징을
다룬다. 전통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대중문화 등 분야별 항목들을 이해한다.
DHBA44952 일본문학이론세미나1(SEMINAR IN JAPANESE LITERARY THEORY 1)

[3학점 3시간]

일본문학의 연구방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일본문학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계문학 속
에서의 일본문학의 동질성 및 상위점을 찾아낸다.
DHBA44953 일본표상문화연구1(STUDIES OF JAPANESE REPRESENTATION)

[3학점 3시간]

사회·문화현상으로서의 예술표현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적 작업과 이론화로 교착시키면서
해명한다.
DHBA44955 일본어교육이론연구1(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EORY 1)
[3학점 3시간]
일본어 교육학의 연구에 대한 입문 과정으로서, 각 분야(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법, 교재교
구, 언어습득, 중간언어 등)의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DHBA45323 일본문화론특강2(SPECIAL LECTURE ON JAPANESE CULTURE THEORY 2) [3학점 3시간]
일본 문화의 이해와 해석에 목표를 두고, 각 문화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새
로운 해석의 방법을 추구한다. 특히 일본 문화의 고유한 양식에 대하여 문화론적인 분석 방
법을 통한 연구를 전개한다.
DHBA45365 일본문화론특강3(SPECIAL LECTURE ON JAPANESE CULTURE THEORY 3) [3학점 3시간]
일본문화론의 대표적 저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그 방법의 타당성과 특질을 비판적 시각
에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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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A45366 일본언어문화특강1(SPECIAL LECTURE ON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1)
[3학점 3시간]
문화를 창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인간성의 중핵을 이루는 언어를 테마로 해서 학술
적, 종합적인 교육·연구한다.
DHBA45367 일본언어문화특강2(SPECIAL LECTURE ON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2)
[3학점 3시간]
문화의 언어계통과 언어관념에 대한 영향, 문화의 언어발생과 발전에 대한 영향, 문화의 언
어 접촉과 융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며, 한편 사회 언어환경의 변화가 언어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다.
DHBA45368 일본언어문화특강3(SPECIAL LECTURE ON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3)
[3학점 3시간]
일본언어와 문화를 접목시켜 통시와 공시의 교차 연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한편 사회변
화와 교제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문화적 내포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는다.
DHBA45369 일본문화커뮤니케이션특강1(SPECIAL LECTURE ON JAPANESE CULTURAL
COMMUNICATION 1)

[3학점 3시간]

모든 문화권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위한 바탕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문화 속에 들어 있
는 보편적인 토대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 개념과
문화연구의 변천, 문화의 형성과정 등에 초점을 맞춘다.
DHBA45370 일본문화커뮤니케이션특강2(SPECIAL LECTURE ON JAPANESE CULTURAL
COMMUNICATION 2)

[3학점 3시간]

문화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문화의 개념정의로부터 문화와 자연의 구분
을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전제 조건을 ‘표준화’에 두고 문화의 기본 요소로서의 언어와
기호, 사고, 감정, 행동의 표준화,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진단하며, 문화연구의 향후 과제를
살핀다.
DHBA45371 일본문화커뮤니케이션특강3(SPECIAL LECTURE ON JAPANESE COMMUNICATION 3)
[3학점 3시간]
인간의 문화적 영위의 기초로 있는 언어에 관계하는 여러 문제를 역사적·이론적 분석과 실
제의 운용의 양면에서 고찰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처리의 장에서 활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HBA45372 일본어커뮤니케이션특강1(SPECIAL LECTURE ON JAPANESE COMMUNICATION 1)
[3학점 3시간]
일본의 주요 뉴스와 상업 통신문 등을 일본어로 읽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빠르
게 변해가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DHBA45373 일본어커뮤니케이션특강2(SPECIAL LECTURE ON JAPANESE COMMUNICATION 2)
[3학점 3시간]
일본 문인들의 문학관과 창작 이론 및 비평 이론의 요체를 파악하는 한편 일본문학비평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특징 등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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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A45374 일본어커뮤니케이션특강3(SPECIAL LECTURE ON JAPANESE COMMUNICATION 3)
[3학점 3시간]
언어의 정보 기능을 넘어서서, 발화행위, 발화내적 행위, 발화 매개적 행위, 수행성, 전제성,
논증성의 다중 음성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DHBA45375 일본문학이론세미나2(SEMINAR IN JAPANESE LITERARY THEORY 2)

[3학점 3시간]

일본문학의 중요한 문학사조, 작가, 작품, 문학 용어 등을 비롯하여 연구영역 및 방법을 소
개하고 일본문학 전반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DHBA45376 일본문학이론세미나3(SEMINAR IN JAPANESE LITERARY THEORY 3)

[3학점 3시간]

일본문학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원전 및 자료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DHBA45377 일본문학분석세미나1(SEMINAR IN JAPANESE LITERARY ANALYSIS 1)

[3학점 3시간]

일본문학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이론 및 연구방법을 실제작품연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학연구 방법론을 습득한다.
DHBA45378 일본문학분석세미나2(SEMINAR IN JAPANESE LITERARY ANALYSIS 2)

[3학점 3시간]

일본의 역사, 사상, 민속, 철학 등 폭넓은 의미의 「일본문학」에 관한 영역으로 자서전, 수
필 등 문학의 특수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일본문학의 연구범위를 확대시키고 학문적 관심을
넓힌다.
DHBA45379 일본문학분석세미나3(SEMINAR IN JAPANESE LITERARY ANALYSIS 3)

[3학점 3시간]

일본문학작품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작품들을 골라 연구, 고찰함으로써 일본학계의
연구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동향을 습득한다.
DHBA45380 일본문학심화세미나1(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TERATURE 1) [3학점 3시간]
일본의 고전문학을 시대별로 나누고 그 가운데 중요한 문학작품을 읽고 연구한다. 특히 사
회적 문화적 배경을 문학작품을 연관시켜 고찰하고 문학작품의 미의식과 근대인의 비평도
아울러 분석한다.
DHBA45381 일본문학심화세미나2(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TERATURE 2) [3학점 3시간]
일본 근대초기의 문학적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작품을 골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근대문학
초기의 특질을 파악한다.
DHBA45382 일본문학심화세미나3(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TERATURE 3) [3학점 3시간]
일본현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분석하여 일본 현대문학의 특질을 파악하고, 세계문학으로서
의 일본문학의 위치를 파악한다.
DHBA45383 일본문화특수세미나1(SPECIAL SEMINAR IN JAPANESE CULTURE 1)

[3학점 3시간]

일본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각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를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분야별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한다.
DHBA45384 일본문화특수세미나2(SPECIAL SEMINAR IN JAPANESE CULTURE 2)

[3학점 3시간]

일본의 사상, 역사, 지리 등 인문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 중에서, 새로운 학문연구의
동향 및 흐름을 파악하여, 일본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확보한다.
DHBA45385 일본문화특수세미나3(SPECIAL SEMINAR IN JAPANESE CULTURE 3)

[3학점 3시간]

국내외에서 발간된 일본론 또는 일본인론의 집중분석을 통해, 일본인의 특질 및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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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한다.
DHBA45386 일본표상문화연구2(STUDIES OF JAPANESE REPRESENTATION 2)

[3학점 3시간]

민주주의와 공동성 민족과 문화의 차이·분쟁·공존·경제발전과 인구·환경문제·가족과
커뮤니티의 변화 등을 테마로 철학·사상에서 통계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 등으로 어프로치
하고, 인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DHBA45387 일본표상문화연구3(STUDIES OF JAPANESE REPRESENTATION 3)

[3학점 3시간]

여러 민족의 문화와 사회를 고유성·다양성·보편성에 있어서 파악하고 민족의례에서 국제
문화까지 인구가 생성 해낸 문화의 총체를 탐구한다.
DHBA45388 일본사상문화연구1(STUDIES OF JAPANESE IDEA AND CULTURE 1)

[3학점 3시간]

각 시대의 철학 사상이 어떻게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연구한다.
DHBA45391 일본역사문화연구1(STUDIES OF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1)

[3학점 3시간]

일본열도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된 일본인의 생활상을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정리 고
찰한다.
DHBA45392 일본역사문화연구2(STUDIES OF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2)

[3학점 3시간]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문화적인 영향관계를 연구한다.
DHBA45393 일본역사문화연구3(STUDIES OF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3)

[3학점 3시간]

에도시대의 종식과정의 시대사적 상황과 메이지 유신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근
대국가로서의 일본이 지향하던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그 방식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DHBA45394 일본문화특수연구1(SPECIAL STUDIES OF JAPANESE CULTURE 1)

[3학점 3시간]

일본의 문화를 다층적, 복합시스템으로서 파악하고 비교에 의해 그 형성과 변용의 형태를 밝
히고,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문화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척도한다.
DHBA45396 일본문화특수연구2(SPECIAL STUDIES OF JAPANESE CULTURE 2)

[3학점 3시간]

문화의 토대가 되는 일본의 지리와 자연환경, 일본인의 특성을 개관한 후 현행 일본의 각종
사회제도와 교육체제를 살핀다.
DHBA45397 일본문화특수연구3(SPECIAL STUDIES OF JAPANESE CULTURE 3)

[3학점 3시간]

역사, 문학, 사상, 정치, 경제 등 문화와 사회의 여러 국면에 대해서 구체적 또 다각적 이해
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여러 지역의 상관관계의 분석, 일본과 해당 지역과의 관계, 나아가
세계의 문화와 사회 전체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확립을 목표
DHBA45399 일본어학이론세미나2(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THEORY 2)

[3학점 3시간]

일본어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는가, 그 내용을 고찰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며, 중시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DHBA45400 일본어학이론세미나3(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THEORY 3)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음운·문자·어휘·문법 등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특정분야를 택하여 각 시대별
현상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며, 그에 합당한 연구방법을 이해한다.
DHBA45403 일본어학세미나1(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1)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음운·어휘·어법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각 시대별로 중시되는 자료가 무엇
인가를 알아보고 각 자료의 내용 특징을 분석하여 중시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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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A45404 일본어학세미나2(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2)

[3학점 3시간]

일본어학의 각 분야(음성·음운, 문자·표기, 어휘·의미, 문법, 언어생활 등)에 대해서, 한
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한 한국적 일본어 연구방법론의 정립을 모색한다.
DHBA45405 일본어학세미나3(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3)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어휘와 문장 상에 나타나는 의미론의 제 문제를 다루고, 성분 분석에 따른 제반규
칙을 습득하여, 일본어 어휘의 의미론적 기술 및 방법론을 이해한다.
DHBA45407 일본어학심화세미나1(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1) [3학점 3시간]
일본어와 한국어의 코퍼스(말뭉치)를 이용한 일본어 문법 연구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고, 문법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분석을 시도한다.
DHBA45408 일본어학심화세미나2(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2) [3학점 3시간]
문어문법과 구어문법이 어법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문장
형식, 품사의 활용, 특수한 문법 구조 등에 관한 것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DHBA45409 일본어학심화세미나3(ADVANCED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3) [3학점 3시간]
현대 일본어를 대상으로 일본어의 문법 범주와 문장 구조 등을 통사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연구 및 최근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여, 일본어 문법의 제 문제를 검토한다.
DHBA45410 일본어학특수세미나1(SPECIAL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1)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어휘와 문장 상에 나타나는 의미론의 제 문제를 다루고, 성분 분석에 따른 제반규
칙을 습득하여, 일본어 어휘의 의미론적 기술 및 방법론을 이해한다.
DHBA45411 일본어학특수세미나2(SPECIAL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2)

[3학점 3시간]

현대 일본어의 음성에 대한 조음음성학적, 실험음성학적 연구방법을 익히고, 한국어 음성과
의 대조 연구 및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음성 교육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DHBA45412 일본어학특수세미나3(SPECIAL SEMINAR IN JAPANESE LINGUISTICS 3)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문자에 대하여 특질을 고찰하고, 표기체계의 특징을 정리하여, 연구에서 중시하여
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DHBA45441 일본어교육이론연구2(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EORY 2)
[3학점 3시간]
일본어교육학의 각 분야(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법, 교재교구, 언어습득, 중간언어 등)중에
서 특정 주제에 관련된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DHBA45442 일본어교육이론연구3(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HEORY 3)
[3학점 3시간]
일본어교육학의 각 분야(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법, 교재교구, 언어습득, 중간언어 등)중에
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최신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DHBA45443 일본어교육연습1(SEMINA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1)

[3학점 3시간]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각종교재 및 교구의 개념과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고 교재 및 교구의
제작 및 분석·평가방법과 일본어교육에의 활용방법을 학습한다.
DHBA45444 일본어교육연습2(SEMINA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2)

[3학점 3시간]

일본어교육학의 각 분야(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법, 교재교구, 언어습득, 중간언어 등)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적 일본어교육방법론의 정립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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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A45445 일본어교육연습3(SEMINA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3)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음성, 화상, 동영상, 텍스트, 통계자료 등)의 처리방법
에 대해서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여 일본어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DHBA45446 일본어교육심화연구1(ADVANCED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1)
[3학점 3시간]
일본의 일본어 교육 역사와 한국의 일본어 교육 역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금후의 한국의
일본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논한다.
DHBA45447 일본어교육심화연구2(ADVANCED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2)
[3학점 3시간]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일본어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고 평가 법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DHBA45448 일본어교육심화연구3(ADVANCED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3)
[3학점 3시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금후의 일본
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과 교재 연구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를 기본으
로 지도법을 연구한다.
DHBA45449 일본어교육특수연구1(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1)
[3학점 3시간]
일본어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각 일본어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방법을 익힌다.
DHBA45450 일본어교육특수연구2(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2)
[3학점 3시간]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각종교재 및 교구의 개념과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고, 교재 및 교구의
제작 및 분석·평가 방법과 일본어 교육에의 활용방법을 학습한다.
DHBA45451 일본어교육특수연구3(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3)
[3학점 3시간]
일본어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음성, 화상, 동영상, 텍스트, 통계자료 등)의 처리방법
에 대해서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여 일본어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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