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tudies

전공소개[1] 

전공능력

진로분야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한국과 다른 나라의 소통을 담당하는 글로벌 인재

전공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글로벌 리더십 능력 마케팅 능력 · · 

교육목표

융합전공은 한국과 그 나라 사이의 연락 창구로서의 경력을 준비하고자 하는 Korean Studies 

다른 나라 학생 그들의 조상들의 땅에 더 친숙해지기를 원하는 한국 유산을 가진 학생들을 , 

위해 그리고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국제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

교육과정

한국문화와 예술 한국어 한국 사회학 사회 종교 역사 경제 정치 등 의 개 일반 분야 , , ( , , , , ) 3◾
강좌 개설

강좌에 현장 여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론적인 강의실 활동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폭넓◾
은 실무 경험 제공

수여학위 한국학학사(Bachelor of Korean Studie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교사

또는 다른 아시아 대학 교수
Korean TKSOL Certificate issued

by president of Jeonju University

아시아 국가의 사업가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학습 성과 준거/  

글로벌 소통

정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문서를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한 의견을 , ,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형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리더가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 달성한다.◾

글로벌 리더십

정의
고객의 의견을 듣고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한 커, , 

뮤니티의 협업과 책임 실현 능력

준거
상황에 맞는 고객의 의견과 대응 태도를 실무에 적용하여 청취한다.◾
조직에서의 책임과 팀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다.◾

마케팅

정의
사업의 미래 목표 성과관리 등 경영 및 운영기능을 주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 , 

능력

준거

회사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 기술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전반적인 마케팅을 이해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역량◾
을 확보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글로벌 소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교사

또는 다른 아시아 대학 교수

◐ ● ○

아시아 국가의 사업가 ◐ ◐ ●

구성요소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교육과정 편성

구분

직무 전문 계획 및 전략 사례 연구, 외부환경 분석

기획 마인드 윤리, ,

직업적 태도

현장 실무

교육 기술 및

종합적인 관리

인간의 필요성 분석 또는 

광범위한 가변성 이해
민첩하고 근면한 태도

전공 심화

한국문화 능숙한 사업 , ,  

마케팅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 없는 태도

전공 기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및 , 

비즈니스의 기본 사항 이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실력과 이해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구분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글로벌 소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지식

(K)

기술

(S)

태도

(A)

직무

전문

Korean Business Adminis

tration in the World
● ◐ 4 3 3

Korean Pronunciation & 

Grammar
● ○ 4 3 3

한국어교수방법론 ● ◐ 2 2 6

현장

실무

글로벌경영 ● ● 4 4 3

생산운영관리 ◐ ● 4 4 2

인터넷마케팅 ◐ ● 3 5 4

마케팅관리론 ○ ● 6 2 2

영미문화 ● ○ 3 2 5

영문법 ● ○ 3 4 3

영어회화 ● ◐ 4 4 2

영어작문 ● ○ 3 4 3

영어의구조 ● ○ 3 3 4

영어학개론 ● ◐ 3 3 4

전공

심화

Korean Politics ◐ ● 4 3 3

영어통사론 ● ○ 5 3 2

영어의미화용론 ● ◐ 5 3 2

글로벌경영 ◐ ● 5 2 2

재무회계 ○ ● 4 4 2

소득세회계 ○ ● 3 4 3

Korean Politics ○ ● 4 3 3

국어학개론 ● ◐ 2 3 5

언어학개론 ● ◐ 2 3 5

국어교육론 ◐ ◐ 3 5 2

한국민속학 ◐ ◐ 2 2 6

한국어사 ◐ ○ 4 4 2

한국어발음교육론 ● ◐ 3 3 4

영어형태음운론 ● ○ 5 3 2

전공

기초

영어문법 ● ○ 4 4 2

영미문화 ● ○ 5 3 2



진로분야 교과목

구분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글로벌 소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지식

(K)

기술

(S)

태도

(A)

영어회화 ● ◐ 3 5 2

회계원리 ◐ ◐ 6 2 2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 Education
● ◐ 5 4 2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 ◐ 4 4 2

영어학개론 ● ◐ 5 3 2

마케팅원론 ○ ● 3 3 4

재무관리 ○ ● 6 2 2

세법총론 ○ ● 3 5 2

경영정보시스템 ◐ ● 4 3 3

진로분야 글로벌 소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Korean Teacher

or Professor

in other

Asian University

(T)

전문

Korean Pronunciation and

필Grammar[ ]

Korean Business Administra

필tion in the World[ ]

한국어교수방법론

실무

영어회화

영미문화

영문법

영어의구조

영어작문

인터넷마케팅

생산운영관리

마케팅관리론

심화

필Korean Politics[ ]

영어의미화용론

영어형태음운론

한국어사

한국민속학

한국어발음교육론

영어통사론

글로벌경영

국어학개론

언어학개론

국어교육론

소득세회계

재무회계

기초

Introduction to Korean Lan

필guage&Education[ ]

Introduction to Korean Cult

필ure[ ]

영어문법

영미문화

영어학개론

마케팅원론

경영정보시스템

회계원리

재무관리

세법총론

Businessman

(B)

전문

Korean Pronunciation and 

필Grammar[ ]

한국어교수방법론

Korean Business Administra

필tion in the World[ ]

실무 영어회화 인터넷마케팅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글로벌 소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영미문화

영문법

영어의구조

영어작문

생산운영관리

마케팅관리론

심화

필Korean Politics[ ]

영어의미화용론

영어형태음운론

한국어사

한국민속학

한국어발음교육론

국어학개론

영어통사론

언어학개론

국어교육론

소득세회계

글로벌경영

재무회계

기초

영어회화 Introduction to Korean Lan

필guage&Education[ ]

Introduction to Korean Cult

필ure[ ]

영어문법

영미문화

영어학개론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경영정보시스템

재무관리

세법총론

한국문화 및 

언어교육의 

실제능력배양

직무

전문

Korean Pronunciation a

nd Grammar(TB)

한국어교수방법론(TB)

Korean Business Adminis

tration in the World(TB)

한국문화 및 

언어 적용

능력배양

현장

실무

영미문화(T)

마케팅관리론(B)

영문법(T)

영어회화(TB)

재무관리(B)

영어학개론(TB)

생산운영관리(TB)

영어의구조(T)

영어작문(T)

인터넷마케팅(TB)

한국문화와 

언어의 이해

전공

심화

국어학개론(TB)

언어학개론(TB)

국어교육론(TB)

재무회계(B)

한국어발음교육론(TB)

영어통사론(T)

글로벌경영(TB)

한국민속학(TB)

한국어사(T)

영어의미화용론(TB)

영어형태음운론(T)

소득세회계(B)

Korean Politics(TB)

주전공

기초 능력

영어 능력

전공

기초

영어문법(T)

회계원리(TB)

영미문화(T)

영어학개론(TB)

마케팅원론(B)

재무관리(B)

경영정보시스템(TB)

영어회화(TB)

세법총론(B)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TB)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TB)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과정 편람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

필수 선택

복수전공 학점36 학점 이내12 학점 이상12 학점 이상9 학점3 학점15 학점21

부전공 학점21 학점 이내6 학점 이상9 학점 이상3 학점3 학점9 학점12

졸업자격
한국어교육실습( ) Practicum of Korean Language offered by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in Jeonju University (non-credit), 40hours, during summer or winter semester

비고 융합교과목 필수 개는 년 이후 개설 예정으로 현재 이수 불가함Korean Studies ( ) 5 2020

구분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4

진로분야: (T)Korean Teacher or Professor in other Asian University (B)Businessman※

비 

교 

과

매학기 회 한국문화1

체험 Field Trip

매학기 회 한국기업1

문화체험 Field Trip

박 일의 한국문화 체1 2

험 Field Trip

취업영어 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TOEIC) , ,

영미언어문화학과 동아리 영어 글모음 영미언어문화학과 동아리 번역물 제작T.I ( ), ALL.T ( )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

Korean Studies

융합교과목

필수 00000 추후 개설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 Education( ) 2 1 3(3)

필수 00000 추후 개설Korean Pronunciation & Grammar( ) 3 1 3(3)

필수 00000 추후 개설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World( ) 4 1 3(3)

필수 00000 추후 개설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 2 2 3(3)

필수 00000 추후 개설Korean Politics( ) 3 2 3(3)

영미언어문화학과

선택 10826 영미문화(English & American Culture) 2 1 3(3)

선택 06632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1 3(3)

선택 06323 영문법(English Grammar) 2 2 3(3)

선택 06352 영어회화(English Conversation) 2 2 3(3)

선택 08673 영어의 구조(Structure of English) 3 2 3(3)

선택 14611 영어작문(English Composition) 3 2 3(3)

한국어문학과

선택 06611 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2 1 3(3)

선택 13915 언어학개론(Introduction to Linguistics) 1 2 3(3)

선택 13021 국어교육론(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2 1 3(3)

선택 13917 한국어교수방법론(Pedagogy of Teaching Korean Language) 4 1 3(3)

선택 13613 한국어발음교육론(Theories Korean Pronunciation) 3 2 3(3)

선택 13615 한국민속학(Korea Folklore) 3 2 3(3)

선택 13919 한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3 2 3(3)

경영학과

선택 15101 글로벌경영(Global Management) 3 1 3(3)

선택 05235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2 1, 2 3(3)

선택 14707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2 1, 2 3(3)

선택 05239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2 1, 2 3(3)

선택 15797 경영정보시스템(I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 1, 2 3(3)

선택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1, 2 3(3)

회계세무학과

선택 06088 회계원리(Introduction to Accounting) 1 1 3(3)

선택 14715 마케팅관리론(Principles of Marketing) 2 2 3(3)

선택 15136 생산운영관리(Operations Management) 3 1 3(3)

선택 14718 세법총론(General Theory of Tax Science) 2 2 3(3)

선택 14719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2 2 3(3)

선택 15134 소득세회계(Tax Accounting2) 3 2 3(3)

영어교육과

선택 12472 영어문법(English Grammar) 1 1 3(3)

선택 12860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2 1 3(3)

선택 06874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3 1 3(3)

선택 12673 영미문화(English and American Culture) 1 2 3(3)

선택 12675 영어회화(English Conversation) 2 2 3(3)

선택 14872 영어의미화용론(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3 2 3(3)

선택 13802 영어형태음운론(English Phonology) 3 1 3(3)



교과목 해설[10]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속 능력 과목명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Korean 

Studies

융합

교과목

기초

542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

Education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

Education

국문 해설 생략 This course is an academic language training 

course to teach basic language skills in Kore

an, enabling students to communicate effecti

vely, and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 

education system.

기초

442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국문 해설 생략 This course focuses on Korean lifestyle, 

customs, history, tourism, language, religion, 

area, population, etc.

전문

433

Korean Pronunciation & Grammar Korean Pronunciation & Grammar

국문 해설 생략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Korean 

pronunciation such as  phonological rules and 

Korean grammar.

심화

433

Korean Politics Korean Politics

국문 해설 생략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political instituti

ons and the core concepts of Korean politics.

전문

433

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World

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World

국문 해설 생략 This course deals with the past, the current 

status, and projected future of the Korean e

conomy in th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

orld. Also it deals Korean firms, particularly 

world-class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

ndai, LG, etc.

소속 능력 과목명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영미 

언어 

문화 

학과

실무

343

영문법 English Grammar

영문법은 단어들을 결합하여 좀 더 큰 단위

인 문장을 만드는 규칙들의 집합이다 본 과. 

목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

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과목이다.

English grammar is the set of rules that allo

w us to combine words in English into larger 

units, that is, sentences. This course is inten

ded for students who wish to improve four s

kills in English  to provide the most useful t

ools for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

g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실무

442

영어회화 English Speech

학생들이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학습하여 

온 것들을 최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

력교과목의 성격을 띈다 이 과목은 학년. 3-4

의 통번역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다.

This is an advance English conversation cour

se for intermediate to advanced students of 

English. It focuses on English pronunciation 

minimal pairs, intonation, etc. which are diffi

cult for Korean students.

실무

325

영미문화 English & American Culture

영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Americ



소속 능력 과목명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지리 등에 대한 개괄적 학습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an and British life and culture through learni

ng American and British politics, economics, 

society, geography etc.

실무

334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영어학 연구 방

법론 영어의 음운 통사 의미구조를 설명함, , , 

으로써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developing the basic concept of the En

glish language in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of English Phonology, Syntax, Semantics and 

other Linguistics. 

실무

334

영어의 구조 Structure of English

언어지식을 토대로 하여 인류가 사용해 왔던 

현대 제언어들을 언어이론에 근거하여 영어의 

문장에 관한 공시적인 연구를 한다.

Study of techniques and formalisms for analy

zing syntactic phenomena of human language

s within the framework of transformational-g

enerative grammar such as minimalism.

실무

343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영어문단의 구조와 문단이 모여 작문이 되는 

과정 등을 공부한 후 작문연습을 통해 의사

표현능력과 창의적인 작문능력을 키운다.

This is an advanced English writing course f

or advanced students of English. It focuses o

n how to write English letters, resume, autob

iography, research papers, business cards, ap

plication form for the university, etc.

한국어

문학과

심화

235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 한국어의 개념과 특징 한국어의 계통과 . , 

역사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an esse

nce of Korean Language. We consider Langu

age feature and history of Korean Language.

심화

235

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이해한다 언어습득에 .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과 인간 언어에만 나타

나는 고유한 특징을 살핀다 그리고 여러 언. 

어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문법적 특성이 무엇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언어에 대한 본질적 이

해를 모색한다.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 Will take care of the unique fe

atures of universal human character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appear in the language t

hat appears only And multiple languages ??a

ppear throughout the universal grammatical c

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language for 

what is essentially seeking to understand.

properties seen in language acquisition and t

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human languag

e. Then, they attempt at essential understand

ing of language by exploring what the chara

cteristics of universal grammar seen from va

rious languages.

심화

334

한국어발음교육론 Theories Korean Pronunciation

한국어 발음의 특징과 그 원리는 무엇이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Korean pronunciation of the features and wh

at is its principle, foreign students can teach 

them how to do it effectively is to learn abo

ut.

심화

442

한국민속학 Korea Folklore

한국의 생활문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한, 

국의 민속문화를 외국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life and cultu

re of Korea and South Korea's folk culture, 

and culture to foreigners, is the ability to te

ach.

심화

226

한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한국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 Check to see how changes in the flow of ti



소속 능력 과목명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어 왔는지를 살핀다 음운의 변화 어휘의 변. , 

화 통사의 변화 및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어, 

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각각 살핌으로써 한

국어의 통시적 특성을 이해한다.

me is the Korean came. Diachronic character

istics of Korean phonology of change, lexical 

change, and the change of syntactic and soci

olinguistic characteristics are changing how c

ome each proportion of the understanding.

전문

226

한국어교수방법론 Pedagogy of Teaching Korea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의 이론과 실

제를 살펴보면서 각 이론의 장단점을 이해하

고 교실 상황별 및 학습 목적별 교수 방안을 , 

살펴본다.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ofessor of th

e theory and practice of how to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heor

y, while exploring examine classroom context

ual learning objectives specific teaching plan.

심화

352

국어교육론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이 과목은 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국어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국어 교육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어에 관련된 제반의 과제

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

된 과목이다.

As a Korean teacher, students must have sig

h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su

bject, students learn the goal and contents o

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as of Korea

n language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cultivate their ability to work on various i

ssues related Korean with some awareness of 

Korean educational phenomena.

경영 

학과

기초

43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목표를달

성하기위하여정보기술과정보시스템을어떻게사

용하고있는지자세하게살펴보기를원하는경영학

분야의학생들을위한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 

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 

선기술 정보보안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 , 

법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

울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

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echn

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ate obj

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ost up-t

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o

n systems, telecommunications, Internet, wirel

ess technology, securing information system, 

e-Commerce, and other methodologies and te

chnologies used by business firms today.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 , 

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로 지칭되는 . 4P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 , ,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

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fro

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

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e exam

ined in the course.

심화

622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

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 

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

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

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

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

alance sheet.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

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

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g) S



소속 능력 과목명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

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d, wh

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

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sho

rt-term finance) 

심화

442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기, 

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의 관리문제, 

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

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

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clu

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t.

실무

352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가 실무적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비즈니스로 

대두되면서 실무가 이론을 앞서는 경향도 있

으나 이론을 겸비하지 않은 실무는 위험이 ,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 

비즈니스에서 가장 부족한 인재가 이론과 실

무를 겸비한 인터넷 마케터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본 강의는 이에 . 

따라  최신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이해하게 

하여 전문적인 인터넷 마케터로서의 자질을 , 

함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The Internet business has been rapidly grow

n up in practical manners and taken the key 

position in global business. While it is true t

hat some practices go further than theories, 

it is more likely that any practice without th

eoretical bases will be risky. It is also well a

ccepted that Internet marketers armored with 

theories and practices are the most needed i

n the modern Internet business arenas. The I

nternet Marketing course, thus, focuses on f

ostering professional Internet marketers by e

xplaining the newest theories and practices o

f the field.

회계 

세무 

학과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 

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 , 

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

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

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

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teme

nts.

실무

622

마케팅관리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 , 

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로 지칭되는 . 4P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 , ,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

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fro

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

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e exam

ined in the course.

기초

352

세법총론 Introduction to Tax Accounting

조세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강의로 세무학의 , 

본질을 이해시키고 조세의 기초이론 납세자, , 

과세관청의 권리의무와 납세절차 등 실체적, .

절차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A comprehensive lecture on the taxation, It t

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ax law and 

tax accounting. It delivers content as such b

asic theory of taxation, taxpayer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ax authorities.

실무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

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

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

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

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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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g) Se

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

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d, wha

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

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short

-term finance)

실무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 , 

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

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방법

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 , , 

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한, , 

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n

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

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niza

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very or

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version e

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ctively thi

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c de

cisions.

심화

343

소득세회계 Tax Accounting2

본 과목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

세액 계산과정을 심층 학습한다 특히 세법과 . 

기업회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세

법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도 도움

을 주도록 한다.

Study of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

ications of business tax and its associate issu

es.

영어 

교육과

기초

532

영미문화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영국과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정치 경제, , 

역사 예술 종교 등 문화적 특색과 내용을 , , 

살펴보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미문화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A survey of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in

cluding politics, economics, history, the arts a

nd religion. This course fills a need for teac

her education, because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is the focus of content in English ma

terials used i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

h education.

기초

442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중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과 관련된 영문법·

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영

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한 학생들의 등의 영어자격시험 성적도 TOEIC

높여준다.

This course aims to give a particular base fo

r teaching school English grammar. It also ai

ms at improving TOEIC or TOEFL scores. 

심화

532

영어의미화용론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서양 언어철학의 산물인 의미론은 언어학의 

기본 분야들 가운데 하나로서 말이나 글의 , 

뜻을 연구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춘다 그러. 

므로 본 강좌는 의미론의 기본 개념 및 방법

론 그리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의, 

미 분석 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 

강좌는 화용론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화. 

용론은 언어사용자들이 그들의 일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의미론적 연구에 그 기반, 

을 두고 있다.

This subject aims to let the students underst

and various semantic concepts and relevant 

approaches to meaning determination. Furthe

rmore, this subject broadens its perspective t

o the domain of pragmatics, which is based 

on semantic studies and interested in examini

ng how ordinary language users produces the

ir utterances and perform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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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532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본 과목은 중등학교 교사로서 영어전공자로, 

서 필요한 통사론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통사론의 이론을 문제로 풀어가며 읽히도록 

한다 먼저 전통문법의 구문이론에서 시작하. 

여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이 나오기까지 과

정을 설명한 후 확대표준이론을 공부하도록 

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in English synt

ax. It is geared for the future English teache

rs, informing them about the theory of synta

x through problem solving. It begins with the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 in traditional g

rammar, explaining how it evolved to the Tr

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It also d

eals with the later development of Transfor

mational syntax.

심화

532

영어형태음운론 English Phonology

음운론 및 형태론의 기초적 개념들을 영어단

어의 분석을 통하여 소개한다 음운론 문제들. 

의 분석을 통하여 개념을 암기하기 보다는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concepts in phon

ology and morphology, through the medium o

f the English language. Students are asked to 

formulate interesting phonological problems a

nd solve them using such basic concepts as 

morpheme, phoneme, and phonological rules.

기초

352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관한 기초 이론 언(

어학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적 배경 을 개관, , )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의 , , , , 4

지도와 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oretical foundati

ons(linguistic, psycholinguistic, and sociolinguis

tic), main theories and techniques of teachin

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기초

532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언어의 일반적 특징 영어의 발전과정 및 구, 

조 특징들을 개관한다, .

An Introduction to languages, with special em

phasi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stru

ctural descriptions of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