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육과정표
일어일문학과(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교육 목표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일본어 및 일본문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언어학 및 문학에 대한 기초학력을 배양한다.
2. 일본어를 엄밀한 과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언어학적 방법에 의한 탐구를 수행한다.
3. 일본문학에 관한 감상능력을 심화함과 동시에 이론 및 역사적 방법에 의해 해석능력을 제고
한다.
이수구분

전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영문명)

학점
(학점-이론-실습)

JL64097 일본어문자표기론(Japanese Graphonomy)

3-3-0

JL64098 일본어변천사(Studies in History of Japanese)

3-3-0

JL64099 일본어어음론(Japanese Phonology & Phonetics)

3-3-0

JL64102 일본어학사(History of the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3-3-0

JL66836 한일어대조연구(Ⅰ)(Contrastive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Ⅰ))

3-3-0

JL66837 한일어대조연구(Ⅱ)(Contrastive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Ⅱ))

3-3-0

JL66847 한일고대어연구(Studies in Old Korean-Japanese)

3-3-0

JL69678 동아시아언어문화사론(History

3-3-0

of Language and Culture in East Asia)

일

JL69679 언어과학기초론(Fundamentals of Linguistics Science)

3-3-0

어

JL71602 일본어학특수연구(Ⅰ)(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Ⅰ))

3-3-0

학

JL71603 일본어학특수연구(Ⅱ)(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Ⅱ))

3-3-0

전

JL72794 일본어학자료연구(Ⅰ)(Studies in Japanese Language Material(Ⅰ))

3-3-0

공

JL72793 일본어학자료연구(Ⅱ)(Studies in Japanese Language Material(Ⅱ))

3-3-0

JL74970 일본어교육학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Teaching Japanese Language)

3-3-0

JL76219 일본어문법형태론(Ⅰ)(Japanese Morphology（Ⅰ）)

3-3-0

JL76220 일본어문법형태론(Ⅱ)(Japanese Morphology（Ⅱ）)

3-3-0

JL76221 일본어문법구문론(Ⅰ)(Japanese Syntax(Ⅰ))

3-3-0

JL76222 일본어문법구문론(Ⅱ)(Japanese Syntax(Ⅱ))

3-3-0

JL76223 일본어문법연습(Ⅰ)(Seminar in Japanese grammar(Ⅰ))

3-3-0

JL76224 일본어문법연습(Ⅱ)(Seminar in Japanese grammar(Ⅱ))

3-3-0

JL62888

논문연구(Thesis Research)

3-3-0

JL61702

문예학원론(General Theory of Literature)

3-3-0

JL64092

일본문예사조사(History of Japanese Literary Trend)

3-3-0

JL64093

일본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Japanese Literature)

3-3-0

일

JL69674

일본근대문학개론(Introduction to Modern Japanese Literature)

3-3-0

문

JL69701

일본근대소설연구(Ⅰ)(Studies in Modern Japanese Novel(Ⅰ))

3-3-0

학

JL69702

일본근대소설연구(Ⅱ)(Studies in Modern Japanese Novel(Ⅱ))

3-3-0

JL69704

일본현대소설연구(Studies in Contemporary Japanese Novel)

3-3-0

JL69714

근세문학연습(Ⅰ)(Seminar in Middle Modern Literature(Ⅰ))

3-3-0

JL69716

근세문학연습(Ⅱ)(Seminar in Middle Modern Literature(Ⅱ))

3-3-0

공

전
공

비고

JL69717

동아시아문학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in East Asia Literature)

3-3-0

JL71611

일본비평문학연구(Studies in Japanese Literary Criticism)

3-3-0

JL71618

일본고전비평연구(Studies in Classical Japanese Literary Criticism)

3-3-0

일

JL71619

중세문학연습(Seminar in Middle Ages Literature)

3-3-0

문

JL75166

일본와카문학연구(Study of Old Japanese Literature, WAKA)

3-3-0

학

JL75162

일본와카문학연습(Seminar on Japanese Classical Poetry)

3-3-0

전

JL75163

일본중고문학특강(Topics in Heian Dynasty Literature)

3-3-0

공

JL69712

일본중고문학연습(Seminar in Heian Dynasty Literature)

3-3-0

JL75164

일본고전시론(Japanese Classical Poetry)

3-3-0

JL69709

일본시가문학연구(Studies in Japanese Poetry)

3-3-0

JL62888

3-3-0

논문연구(Thesis Research)

■ 영역별 수료학점
학과(부)명
일어일문학과

전공

논문연구

수료학점

석사

21학점 이상

3학점

24학점 이상

박사

30학점 이상

6학점

36학점 이상

■ 교과 요목
<일어학전공>
(JL64097) 일본어문자표기론(Japanese Graphonomy)
일본어 문자표기의 변천 과정과 일본인의 문자 표기관을 문헌사료를 통하여 고찰한다.

(JL64098) 일본어변천사(Studies in History of Japanese)
일본어의 음성, 문자, 문체, 문법, 어휘, 경어, 방언 등의 변천과정을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JL64099) 일본어어음론(Japanese Phonology & Phonetics)
일본어의 음성, 음운에 관한 문제를 문헌사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JL64102) 일본어학사(History of the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문자, 음운, 어휘, 문법 등에 관해 상대(奈良시대), 중고(院政鎌倉室町시대), 근세(江戸시대), 현대(明治이
후)라는 시점에서 분석 기술한다.

(JL66836) 한일어대조연구(Ⅰ)(Contrastive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Ⅰ))
日本語と韓国語の文の構造の中で出てくる関係的な意味である文法的な意味を類義表現を中心に対照分析す
る。テーマ別に日本語と韓国語の実例を学生達が分担して集めて意味分析を行う。問題点についてディス
カッションする。

(JL66837) 한일어대조연구(Ⅱ)(Contrastive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Ⅱ))
日本語と韓国語の類義語のうち動詞のみを対象に意味分析を行う。日本語と韓国語の各々の動詞の意味を考
察し、意味領域をはっきりさせてから日韓両言語の類義語の意味領域の異同を対照分析する。

(JL66847) 한일고대어연구(Studies in Old Korean-Japanese)
한일 양국의 고대 문헌사료를 통하여 양언어(兩言語)의 유사성(類似性)과 상이성(相異性)을 비교 연구한다.

(JL69678) 동아시아언어문화사론(History of Language and Culture in East Asia)
한국어와 일본어 등 동아시아 언어의 對譯關聯 文獻을 중심으로 언어구조, 변천과정, 대역에 있어서의 문
제점 등에 관해서 고찰하면서 언어의 본질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JL69679) 언어과학기초론(Fundamentals of Linguistics Science)
언어학의 일부분인 음성․음운론을 다룬다. 강의 내용은 한국어나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자연언어의 음운체
계․음운현상을 개략적으로 학습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전공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실험하고 분석하면서 음운이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JL71602) 일본어학특수연구(Ⅰ)(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Ⅰ))
일본어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자료를 조사 분석하면서 공시적 및 통시적 언어연구에 관한
기초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JL71603) 일본어학특수연구(Ⅱ)(Special Studies in Japanese Language(Ⅱ))
일본어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자료를 조사 분석하면서 공시적 및 통시적 언어연구에 관한
기초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JL72794) 일본어학자료연구(Ⅰ)(Studies in Japanese Language Material(Ⅰ))
일본어 연구의 자료가 되는 각 문헌사료를 읽으면서 일본어 諸問題를 고찰하고, 자료의 성격을 살펴본다.

(JL72793) 일본어학자료연구(Ⅱ)(Studies in Japanese Language Material(Ⅱ))
일본어 연구의 자료가 되는 각 문헌사료를 읽으면서 일본어 諸問題를 고찰하고, 자료의 성격을 살펴본다.

(JL74970) 일본어교육학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Teaching Japanese Language)
컴퓨터지원 학습(CALL)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 학습한다. 특히 음성분석을 통
한 다양한 학습법으로 발음과 청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CALL교재의 개발도 시도한다.

(JL76219) 일본어문법형태론(Ⅰ)(Japanese Morphology（Ⅰ）)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인 <단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개관한다.
(JL76220) 일본어문법형태론(Ⅱ)(Japanese Morphology（Ⅱ）)
주요 품사가 갖는 형태적 체계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한다.
(JL76221) 일본어문법구문론(Ⅰ)(Japanese Syntax(Ⅰ))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단위인 <문장>에 관하여 이해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 학습한다.
(JL76222) 일본어문법구문론(Ⅱ)(Japanese Syntax(Ⅱ))
구문의 확장과 변형을 통해 일본어 구문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JL76223) 일본어문법연습(Ⅰ)(Seminar in Japanese grammar(Ⅰ))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중심으로 문법현상의 분류와 분석을 연습한다.
(JL76224) 일본어문법연습(Ⅱ)(Seminar in Japanese grammar(Ⅱ))
특정한 문법형식에 관한 문법현상의 분류와 분석을 연습한다.
(JL62888) 논문연구(Thesis Research)

<일문학전공>
(JL61702) 문예학원론(General Theory of Literature)
일본 문예학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和歌 및 連歌, 그리고 俳諧등의 고전시가와 物語로 대표되는 소설 및
能, 歌舞伎 등 일본문학의 창작원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주제별로 행한다.

(JL64092) 일본문예사조사(History of Japanese Literary Trend)
「문예학원론」이 주제적 접근이라면 이 「일본문예사조사」는 역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紀記方葉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문예이론을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문학관, 문학의 발상법,
표현양식, 수용원리 등의 시대적 변천을 좇으면서 일본문학에 대한 역사적 이론을 고찰한다.
(JL64093) 일본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사에 있어서의 특수한 이론이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JL69674) 일본근대문학개론(Introduction to Modern Japanese Literature)
일본 근대문학의 문학사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JL69701) 일본근대소설연구(Ⅰ)(Studies in Modern Japanese Novel(Ⅰ))
明治時代의 小說文學을 作品論 및 作家論의 관점을 통해 연구한다.

(JL69702) 일본근대소설연구(Ⅱ)(Studies in Modern Japanese Novel(Ⅱ))
大正時代의 小說文學을 作品論 및 作家論의 관점을 통해 연구한다.

(JL69704) 일본현대소설연구(Studies in Contemporary Japanese Novel)
昭和時代 後期에서 현대에 이르는 小說文學을 作品論 및 作家論의 관점을 통해 연구한다.

(JL69714) 근세문학연습(Ⅰ)(Seminar in Middle Modern Literature(Ⅰ))
근세의 대표적인 운문문학인 俳諧를 작가중심으로 연구한다.

(JL69716) 근세문학연습(Ⅱ)(Seminar in Middle Modern Literature(Ⅱ))
근세소설 성립의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다음 유형별, 작가별로 집중 연구한다.

(JL69717) 동아시아문학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in East Asia Literature)
동아시아 문학 속의 일본문학연구라는 시각에서 한․중․일 문학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학의 보
편성과 각국 문학의 특수성을 밝힌다.

(JL71611) 일본비평문학연구(Studies in Japanese Literary Criticism)
昭和前期까지의 비평문학을 作品論 및 作家論의 관점을 통해 연구한다.

(JL71618) 일본고전비평연구(Studies in Classical Japanese Literary Criticism)
중세는 고전의 학문적 체계가 갖추어진 시기이다. 歌道師範家에 의한 고전비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운문문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헤이안시대 物語를 중심으로 중세의 歌道師範家에 의한 고전비평의 실상을 밝힌다.

(JL71619) 중세문학연습(Seminar in Middle Ages Literature)
和歌, 連歌 등의 중세 운문문학을 유형별, 작가별로 연구함으로써 중세 미학의 본질에 접근한다.
軍記物語, 설화, 수필 등의 중세 산문문학을 유형별, 작가별로 연구한다.

(JL75002) 일본와카문학연구(Ⅰ)(Study of Old Japanese Literature, WAKA(Ⅰ))
일본 와카문학에 관해 연구한다.
(JL75003) 일본와카문학연구(Ⅱ)(Study of Old Japanese Literature, WAKA(Ⅱ))
일본 와카문학에 관해 연구한다.
(JL75004) 일본중고문학특강(Ⅰ)(Topics in Heian Dynasty Literature(Ⅰ))
일본 중고문학 작품에 관해 특강한다.
(JL75005) 일본중고문학특강(Ⅱ)(Topics in Heian Dynasty Literature(Ⅱ))
일본 중고문학 작품에 관해 특강한다.
(JL75006) 일본고전시론(Ⅰ)(Japanese Classical Poetry(Ⅰ))
일본의 전통 시가문학에 관해 고찰한다.
(JL75007) 일본고전시론(Ⅱ)(Japanese Classical Poetry(Ⅱ))
일본의 전통 시가문학에 관해 고찰한다.
(JL62888) 논문연구(Thesis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