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002      졸업요구조건대체영어      (0학점)

본 과목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어 과목을 이수를 대체하기 위한 과목이다. 본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졸업요
건에 필요한 영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양

IFLS003      ACADEMIC ENGLISH I      (2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단체토의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전공을 바
탕으로 하는 글의 소개를 통해 서구 학문의 문장법의 이해와 독해 능력을 개발시킨다. 또한 학생들은 단락 쓰기의 기초를 리뷰
하여 쓰기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척도는 쓰기, 듣기, 시험, 프레젠테이션, 학급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 출석은 필수이다.

교양

IFLS004      ACADEMIC ENGLISH ∥      (2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단체토의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전공을 바
탕으로 하는 글의 소개를 통해 서구 학문의 문장법의 이해와 독해 능력을 개발시킨다. 또한 학생들은 단락 쓰기의 기초를 리뷰
하여 쓰기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척도는 쓰기, 듣기, 시험, 프레젠테이션, 학급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 출석은 필수이다.

교양

IFLS011      ACADEMIC ENGLISHⅠ      (1학점)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술관련 영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학업 관련 모든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영어능력 향
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학술 문헌을 바탕으
로 전공 관련 영문 표현 이해력을 증진하고 독해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IFLS012      ACADEMIC ENGLISHⅡ      (1학점)

이 수업은 학생들의 학술관련 영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학업 관련 모든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고급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학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과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학술영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IFLS013      ACADEMIC ENGLISHⅠ      (2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단체토의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전공을 바
탕으로 하는 글의 소개를 통해 서구 학문의 문장법의 이해와 독해 능력을 개발시킨다. 또한 학생들은 단락 쓰기의 기초를 리뷰
하여 쓰기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척도는 쓰기, 듣기, 시험, 프레젠테이션, 학급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 출석은 필수이다.

교양

IFLS014      ACADEMIC ENGLISHⅡ      (2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단체토의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집중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전공을 바
탕으로 하는 글의 소개를 통해 서구 학문의 문장법의 이해와 독해 능력을 개발시킨다. 또한 학생들은 단락 쓰기의 기초를 리뷰
하여 쓰기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척도는 쓰기, 듣기, 시험, 프레젠테이션, 학급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 출석은 필수이다.

교양

IFLS100      Advanced Academic English      (2학점)

고급 학술영어는 상급 영어능력을 지닌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바탕으로 다양
한 학문적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일반 영어지식을 넘어서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고급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학술 논문 작성 훈련을 통해 이후의 전공영어강의를 수월하게 수강할 수 있는 실력
을 배양한다.

교양

IFLS108      한국어초급Ⅰ      (3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교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자모와 기본 표현을 익히는 한국어 
입문과정이다. 

교육목표

가.한국어의 문자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나.기본 문형 및 조사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다.간단한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라.자신의 생각을 문단으로 구성해서 쓸 수 있다. 

이수 후 권장과목

  IFLS 109 한국어 초급 II 
  IFLS 114 생활한국어 I
  IFLS 115 생활한국어 II

교양

2018년 12월 8일 11시 55분



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109      한국어초급Ⅱ      (3학점)

한국어 초급II는 전화하기, 약속하기, 병원상황, 음식 등과 관련된 문법 및 어휘표현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문
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가. 한국어의 기본적인 조사의 의미와 용법을 익힌다. 
나.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기본 문장을 이용하여 짧은 단락쓰기를 할 수 있다. 

선수 권장과목

   가. 한국어 초급I (선수 권장)
   나. 생활한국어I (선수 권장)

이수 후 권장과목

 IFLS 110 한국어 중급 I

교양

IFLS110      한국어중급Ⅰ      (3학점)

한국어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어로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 등을 배운다. 

교양

IFLS111      한국어중급Ⅱ      (3학점)

 한국어 중급II는 초급에서 배운 표현과 어휘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주제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양

IFLS112      한국어고급Ⅰ      (3학점)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사를 한국어로 유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수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양

IFLS113      한국어고급Ⅱ      (3학점)

한국어회화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을 기본 교재로 하여,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술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문 읽기와 뉴스 듣기 등의 수업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공식적인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표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양

IFLS125      교양중국어초급      (3학점)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중국어의 발음, 표현, 쓰기 등을 통해 중국어의 기초를 다진다. 

교육목표 : 
 가. 중국어의 기초발음과 표현법을 학습시킨다. 
 나. 간단한 중국어 회화를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다. 구문과 어법에 대한 기초실력을 배양하여 다음 단계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한다. 

교양

IFLS126      교양중국어중급      (3학점)

 중국어 입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급수준의 표현법, 쓰기, 어법 등을 통해 중국어의 기초를 숙달시킨다. 

 교육목표 : 
가. 기초실력을 토대로 중국 현지의 상황에 맞는 단어와 표현 능력을 학습시킨다. 
나. 기초회화를 중심적으로 교육시켜 중국어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을 숙달시킨다. 
다. 문장분석과 어법구조의 이해를 통해 중급 수준 중국어 학습의 기초를 닦는다. 

교양

IFLS127      교양러시아어초급      (3학점)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러시아어의 기초을를 강의하며 독해, 회화, 작문 능력을 아울러 배양한다.

교육목표 : 
기본적인 러시아어 독해, 회화, 작문 능력 배양    

교양

IFLS128      교양러시아어중급      (3학점)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접한 학생들을 위해 중급 수준의 러시아어 독해,문법, 회화, 작문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육목표 : 
중급 수준의 러시아어 독해, 회화, 작문 능력 배양    

교양

2018년 12월 8일 11시 55분



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150      영어통역과번역      (3학점)

이 강의는 통역, 번역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략과 기술을 개괄하고,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통역, 번역의 제문제
를 파악, 분석,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교육목표 : 
가. 통?번역에 대한 기초 지식 및 기술 개괄
나.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통?번역상의 제문제 분석
다. 정확하고 문맥에 맞는 통역, 번역 연습

교양

IFLS156      고급영어토론      (3학점)

영어를 도구로 하여 회화, 토의,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최상급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현재 사회적 이슈와 영화,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학생들을 현대 영어에 노출시키고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추가로 학생들은 연설,
토의, 집단토론과 같은 과제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발표능력을 키울 수 있다.  

교양

IFLS162      기업영어실습      (1학점)

어학실습실에서 읽고, 듣고, 말하기를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양

IFLS177      시사중국어      (3학점)

중국의 뉴스,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에 대한 강독을 통해, 중국어의 최신 표현법을 익히고 중국의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육목표 :
가. 뉴스,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등의 독해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나. 표현의 뉘앙스와 심층의미를 탐색하는 동안 중국의 최근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 학습된 내용을 수강자 스스로 독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양

IFLS179      영상중국어      (3학점)

 TV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다양한 중국어 표현법을 익히고 중국어 청취력을 향상시킨다. 

교육목표 : 
가. 다양한 영상매체를 감상하고 이에 등장하는 생생한 표현법을 익힌다. 
나. 표현법의 숙지와 동시에, 고급 매체에 대한 청취력을 증진시킨다. 
다. 향상된 표현 능력과 청취력을 바탕으로 영상물에 대한 감상 및 이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IFLS180      실용중국어작문      (3학점)

중국어 작문의 기초와 표현법에 대해 학습하고 응용문 작성에 대해 실습해봄으로서 중국어 문장어 표현에 익숙해 지도록 한다.

교육목표:

가. 중국어 작문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표현법에 대해 숙달하도록 한다. 
나. 기본 표현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문 작성을 실습한다. 
다. 작문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실제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시킨다. 

교양

IFLS210      시사영어      (3학점)

이 과목은 영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시사적인 문제와 연관된 글을 읽고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25      프랑스어독해Ⅰ      (3학점)

다종의 불문에 대한 정독, 정해의 연습을 통해, 불문 독해에 따르는 지적 능력 전반의 제고를 지향하는 과목이다.

교양

IFLS226      프랑스어독해Ⅱ      (3학점)

불어독해1에 이어, 다종의 불문에 대한 정독, 정해의 연습을 통해, 불문 독해에 따르는 지적 능력 전반의 제고를 지향하는 과
목이다.

교양

IFLS227      불영번역연습      (3학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뿐만 아니라 시사전문용어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불영-영불 번역을 함으로서 불어와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IFLS228      프랑스어작문      (3학점)

이 과목은 불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목이다. 여러 가지 연습문제를 통하여 불어로 다양한 
작문을 훈련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텍스트(편지, 글짓기 등)를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한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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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235      중급스페인어회화      (3학점)

스페인어의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IFLS240      한국어초급말하기I      (2학점)

이 과목의 목표는 초급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말하기표현을 소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들과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화 기술을 배울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의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간
단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교양

IFLS241      한국어초급말하기II      (2학점)

초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이다. 학습자들은 한국 회화의 기본적인 표현과 기술을 익히고, 초급에 
맞는 주제로 말하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력을 높일 수 있다. 

교양

IFLS242      한국어중급말하기      (2학점)

초급 수준의 일상적인 주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고 확장된 주제를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격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발표 시간을 갖는다.

교양

IFLS243      한국어중급읽기      (2학점)

이 수업에서는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속담, 관용어, 의성어/의태어 등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교육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읽
기의 정확성과 다양한 분야의 어휘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를 가르침으로
써 어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양

IFLS244      한국어고급읽기      (2학점)

이 수업은 실제적인 한국어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데에 목표가 있다. 다양한 주
제의 텍스트들을 ‘빠른 속도로 많이’ 읽는 훈련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실제적인 한국어 텍스트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
여나가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교양

IFLS245      한국어초급쓰기      (2학점)

이 수업은 한국어 기초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다.  특히 단어, 문장, 문단 등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진
행한다. 이를 위해 매 시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양

IFLS246      한국어중급쓰기      (2학점)

한국어의 글 구조를 익히고 학습한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수필, 설명문, 논설
문, 감상문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글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양

IFLS247      한국어고급쓰기      (2학점)

학생들이 대학 수준 이상의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문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글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형식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학
습자들이 작문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양

IFLS249      미디어한국어      (2학점)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현재 한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사용되
는 고급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비롯한 영상 자료를 이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학습자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국의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한다.

교양

IFLS250      전공중국어Ⅰ      (3학점)

기초적인 중국어를 발음에서부터 기본 문형의 숙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 연습한다.

교양

IFLS251      전공중국어Ⅱ      (3학점)

기초적인 중국어를 발음에서부터 기본 문형의 숙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 연습한다.

교양

IFLS254      전공일본어Ⅰ      (3학점)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문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초급단계의 문법능력을 배양하며 기초 회화능력, 청취능
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55      전공일본어Ⅱ      (3학점)

일본어를 반년 정도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표현, 수동표현, 사역표현, 경어표현 등 초,중급 단계의 문법능력을 배양하며, 
기초 회화능력, 기초 청취 능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56      시사일본어      (3학점)

중급 수준의 일본어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일본어어휘와 표현의 습득을 통해 일본의
시사문제에 관해 원어   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57      영상일본어      (3학점)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영상물을 통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일본어어휘
와 표현을 습득하고, 나아가 일본사정 및 문화와 관련된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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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258      비즈니스일본어      (3학점)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장면별, 상황별 회화 중심의 수업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이 요구
되는 업무적, 실용적 일본어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59      일본어작문Ⅰ      (3학점)

초,중급수준의 일본어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문장 작성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60      일본어작문Ⅱ      (3학점)

중급수준의 일본어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문장 작성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61      일본어독해Ⅰ      (3학점)

초,중급수준의 일본어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 독해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62      일본어독해Ⅱ      (3학점)

중급수준의 일본어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 독해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67      스페인어회화      (1학점)

스페인어의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IFLS268      스페인어작문      (1학점)

기본 문형 및 복문, 특히 많은 학생들에게 취약한 접속법이 들어간 다양한 문장들을 연습하여 단문에서 탈피한 풍부한 표현능
력을 함양, 여러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양

IFLS269      스페인어문법Ⅰ      (1학점)

스페인어의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서문법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한다.

교양

IFLS270      스페인어문법Ⅱ      (1학점)

스페인어의 다양한 용례를 통하여 서문법의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한다.

교양

IFLS274      비즈니스중국어      (3학점)

관용문서, 비즈니스 용어, 서신 등 문서와 상담 업무에 활용되는 중국어 표현을 익혀, 취업 이후 중국어 활용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 

교욱목표 :
가. 문서 및 서신 작성 요령, 각종 무역관련 용어 표현법을 숙달한다. 
나. 간단한 문서나 서신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기초 무역용어를 표현하도록 한다. 
다. 문서나 상담상의 응용 언어 표현법과 그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교양

IFLS275      교양프랑스어초급      (3학점)

 본 과목은 1학기에는 <교양프랑스어초급>으로, 2학기에는 <교양프랑스어중급>이라는 강의명으로 1, 2학기 두 학기에 걸쳐 
동일한 시청각 교재로 연속 진행된다. 그간 문법과 독해에 치중되었던 <교양프랑스어>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국제화시대
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회화 중심의 <외국어> 강의로 진행된다.

교양

IFLS276      교양프랑스어중급      (3학점)

 본 과목은 1학기에는 <교양프랑스어초급>으로, 2학기에는 <교양프랑스어중급>이라는 강의명으로 1, 2학기 두 학기에 걸쳐 
동일한 시청각 교재로 연속 진행된다. 그간 문법과 독해에 치중되었던 <교양프랑스어>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국제화시대
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회화 중심의 <외국어> 강의로 진행된다.

교양

IFLS277      전공프랑스어I      (3학점)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회화와 더불어 그와 동시에 풍부한 어휘력을 키움으로써 쓰기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강의의 수준은 초중급으로 무엇보다도 100%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된다.

교양

IFLS278      전공프랑스어II      (3학점)

 전공프랑스어I을 마친 초보자들을 위한 전공프랑스어II 강의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함양에 중
점을 둔다. 강의의 수준은 중급으로 무엇보다도 100%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된다.

교양

IFLS279      교양일본어초급      (3학점)

 초급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기초적인 어휘와 문형 그리고 문법항목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
본어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습득을 도모하며, 나아가 일본어 독해능력 및 회화능력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 외
국어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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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280      교양일본어중급      (3학점)

 초급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기초적인 어휘와 문형 그리고 문법항목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
본어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습득을 도모하며, 나아가 일본어 독해능력 및 회화능력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 외
국어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81      학술일본어Ⅰ      (3학점)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관련 전공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관한 선행학습을 통해 전공 
이해도의 향상을 도모하며 학문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본어 어휘(용어)와 표현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82      학술일본어Ⅰ      (3학점)

 초급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의 기초적인 어휘와 문형 그리고 문법항목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
본어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의 습득을 도모하며, 나아가 일본어 독해능력 및 회화능력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 외
국어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양

IFLS283      고급영어      (3학점)

 이 과목은 고급 영어 능력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습득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고급 수
준의 영문 텍스트 및 자료를 학습하여 복합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교양

IFLS284      한국어전문가과정미디어수업Ⅰ      (3학점)

 본 과목의 주요 목표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다.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주일에 3회, 75분의 수업 시간 동안 뉴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발표 및 토론을 포함한 언어과제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수업은 하와이대학교 
TLF( The Laguage Flagship)의 Oversea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다.

교양

IFLS285      한국어전문가과정미디어수업Ⅱ      (3학점)

 본 과목의 주요 목표는 한국어전문가과정미디어수업Ⅰ에서 익힌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
슈들 중 관심 분야의 주제를 골라 심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와 관
련한 사회 현상을 정리하고 일정 시점 이후 그 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일주일에 3회, 75분의 수업 시간 동안 뉴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발
표 및 토론을 포함한 언어과제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수업은 하와이대학교 TLF(The Laguage Flagship)의 
Oversea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다.

교양

IFLS286      한국전문가과정인턴십Ⅰ      (3학점)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제 분야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교내 혹은 국가 연구 기관, 시민 단체, 방송사, 신문사 및 광고회사 등 다양한 기업과 조직에 파견되어 실무를 배우면
서 학점을 취득하고 나아가 한국 전문가로서의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하와이대학교 TLF(The 
Laguage Flagship)의 Oversea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다.

교양

IFLS287      한국전문가과정인턴십Ⅱ      (3학점)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전문가과정인턴십 I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수준 높은 한국 전문가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각 인턴십 기관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하고 학기 말에는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업무 능력과 더불어 연구 능력도 함께 배양한다. 이 수업은 하와이대학교 TLF(The Laguage Flagship)의 
Oversea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다.

교양

IFLS288      고급한국어프로젝트수업      (2학점)

 고급 한국어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그룹 혹은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이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세우고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
과물을 만들어 발표한다. 프로젝트는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뉴스와 뉴스레터를 제작한다. 이 수업은 하와이대학교 
TLF(The Laguage Flagship)의 Oversea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다.

교양

IFLS289      영상스페인어      (3학점)

 이 과목은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스페인어를 배움으로ᄊ 언어습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자료를 통
하여 청취력 향상과 더불어 문법적인 사항도 점검할 것이다. 또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소
개도 곁들일 것이다.

교양

IFLS290      비즈니스스페인어      (3학점)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스페인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업, 정치, 경제, 사
회, 문화를 주제로 한 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스페인과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 환경에 대한 소개도 필수적이다.

교양

IFLS291      비즈니스러시아어      (3학점)

 경제 및 비즈니스 자료를 통해 실무활동에 필요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IFLS292      영상러시아어      (3학점)

 러시아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러시아 회화능력과 청취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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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293      스페인어독해      (1학점)

 스페인어 문헌들에 대한 선별된 강독을 통해 해당언어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교양

IFLS294      전공스페인어Ⅰ      (3학점)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이를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심화된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도록 하여 향후 전공 영역과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교양

IFLS295      전공스페인어Ⅱ      (3학점)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이를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심화된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도록 하여 향후 전공 영역과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교양

IFLS296      교양스페인어초급      (3학점)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려는 학생에게 스페인어의 기초문법과 문형을 소개하며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스페인어권
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제고(提高)한다. 

교양

IFLS297      교양스페인어중급      (3학점)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습득하려는 학생에게 스페인어의 문법과 문형을 소개하며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스페인어권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제고(提高)한다. 

교양

IFLS298      비즈니스독일어      (3학점)

 본 강의는 비즈니스를 위한 독일어 과정으로, 실제 업무에서 간단하게 독일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코자 한
다. 경제와 경영과 관련된 주제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주제를 포괄함으로써, 전문적인 대화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간 의
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IFLS299      독일어문법      (3학점)

 이 강의는 독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회화나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어휘와 기초문법의 습득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말 강의의 이점을 살려, 학생들이 원어나 외국어 강의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기초적인 문법사항들을 학
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양

IFLS302      영어읽기와토론I      (3학점)

이 과목은 다양한 영문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및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과목으로, 학생들을 다양한 
읽기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문 읽기 및 개인 의견을 표현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기법을 체득하고 그 능력을 배양케 한다.

교양

IFLS303      영어읽기와토론Ⅱ      (3학점)

이 과목은 <영어 읽기와 토론 I>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심화된 수준의 다양한 영문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및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과목이다. 학생들을 다양한 읽기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문 읽기 및 개인 의견을 표현하는데 보
다 효과적인 기법을 체득하고 그 능력을 배양케 한다. 

교양

IFLS304      고급영문법      (3학점)

이 과목은 영어 문법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영어에서 형태, 의미, 활
용에 따른 다양한 문법 구조를 분석함과 아울러 여러 형태의 의사전달 활동에 참여하여 영어 표현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
킨다.

교양

IFLS305      실용영어읽기와쓰기      (3학점)

이 과목은 실용 영문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학술 텍스트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영
문을 선별 강독함과 아울러 일반적인 목적의 다양한 영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며,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배양한다.

교양

IFLS306      학술영작문-인문사회계      (3학점)

이 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의 영어작문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글의 구성, 논리적 전개, 전문적 어휘 선택, 참고문헌 작성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학술 영작 활동에 참여하여 안문사회계 분야
의 학술 영작 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IFLS307      학술영작문-자연계      (3학점)

이 과목은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영어작문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글의 
구성, 논리적 전개, 전문적 어휘 선택, 참고문헌 작성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학술 영작 활동에 참여하여 안문사회계 분야의 학
술 영작 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IFLS308      미디어영어      (3학점)

이 과목은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에게 각종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의사전달 중심의 현대적인 영어를 접하고 학습케 하여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교양

IFLS309      비즈니스영어      (3학점)

이 과목은 비즈니스와 기타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상황, 거래 및 계약, 다양한 문서 형태 등을 영어로 학습함으로써 비즈니스 관련 어휘 및 표현을 익히고 실제 활용하는 훈련
을 한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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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서울 캠퍼스)
대학 국제어학원(관)

학과 국제어학원 

IFLS313      전공러시아어Ⅰ      (3학점)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텍스트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러시아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

IFLS314      전공러시아어Ⅱ      (3학점)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텍스트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러시아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

IFLS319      영어발표와연설      (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대중 앞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발표 내용의 효율적 구성, 효과적인 연설의 구조, 발표 내용의 정리와 평가, 시각자료의 이용 등을 학습
하고, 학생의 해당 전공 내용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교양

IFLS320      영어를통한비판적사고      (3학점)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생들은 영어를 통해 비판적 사고 기술을 연습하여 그 능력을 발전시킨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분
석 과제를 활용하여 논의나 논증의 구조, 답변 구성, 견해나 입장 표현, 자신감 있는 발표 등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언어활동에
참여한다. 

교양

IFLS321      시사독일어      (3학점)

 독일잡지와 신문, 뉴스 등의 자료를 통하여 독일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교양

IFLS322      영상독일어      (3학점)

 독일어로 된 영화나 TV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독일어에 대한 빠른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더 나아가 영
상자료를 통하여 독일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양

IFLS323      독일어작문      (3학점)

 독어로 다양한 문장과 표현법들을 직접 연습해 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본적인 독일어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직접 
쓰고, 이를 연습함으로써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양

IFLS324      독일어CEFR(AII-I)      (3학점)

 본 강의는 수준상 전공독어 Ⅰ,Ⅱ의 후속과정으로서 ZD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독
일어 학습의 여러 부문에 걸쳐 독일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 원어민과의 대화연습을 통하여 초급수준의 독일
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전공학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교양

IFLS325      독일어CEFR(AII-II)      (3학점)

 본 강의는 수준상 전공독어 Ⅰ,Ⅱ의 후속과정으로서 ZD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독
일어 학습의 여러 부문에 걸쳐 독일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 원어민과의 대화연습을 통하여 초급수준의 독일
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전공학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교양

IFLS326      전공독일어Ⅰ      (3학점)

 독일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독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회화, 문법, 작문 등의 다양한 학습법을 통하여 독일어
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양

IFLS327      전공독일어Ⅱ      (3학점)

 독일어를 전공하는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독일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자연스런 언어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교양

IFLS328      교양독일어초급      (3학점)

 독일어 원어 수업으로 진행하며, 독일어를 처음 접하거나 기본적인 독일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표현과 문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교양

IFLS329      교양독일어중급      (3학점)

 독일어 원어 수업으로 진행하며, 독일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중급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
에게 자연스럽고 다양한 독일어 표현을 연습하도록 한다.

교양

IFLS330      전공영어I      (3학점)

 전공영어Ⅰ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전공과 관련된 학문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중 높은 영어
독해 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이다.

교양

IFLS331      전공영어II      (3학점)

 전공영어Ⅱ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전공과 관련된 학문 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중 높은 영어
독해 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이다.

교양

IFLS332      학문목적고급영어      (3학점)

 이 수업은 고급수준의 영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목적으로서의 영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학술적인 영어 말하기 활동을 통해 영어로 연설, 발표, 토론하는 능력은 물론 학술 영어 글쓰기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및 참고 문헌 목록 작성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또한 이와 관련된 듣기, 읽기 및 문법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학술영어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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