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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의유학생의 대학원대학원 재학재학 현황현황

연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
사회계

공학계 이학계
예체
능계

의학계 합계
인문

사회계
공학계 이학계

예체
능계

의학계 합계
사회계 능계 사회계 능계

2004 2,075 1,029 - 142 
-

3,246 499 713 - 22 - 1,234

2005 2,488 1,295 - 240 - 4,023 608 1,083 - 28 - 1,719 

2006 3,339 1,558 - 286 - 5,183 683 1,438 - 52 - 2,173 

2007 4,690 1,471 646 440 - 7,247 822 995 775 46 - 2,638 

2008 5,984 1,831 767 561 - 9,143 1,039 1,227 918 61 - 3,245 

2009 7,342 1,797 735 619 204 10,697 1,106 1,150 836 73 204 3,36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별도요청자료



학문학문 목적목적 쓰기에쓰기에 대한대한 간략간략 연구사연구사

학문학문 목적의목적의 교육교육 과정에과정에 대한대한 논의논의

김정숙(1999),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6-214쪽교육 방안 ,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6 214쪽.

이미혜(2000),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작문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150쪽

강승혜( ) “한 어 기 육의 이 과 실제” 박영순 편 세기강승혜(2002), “한국어 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161-190쪽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
한국어교육 14(3), 81-113쪽.

김호정(2007) “한국어 쓰기 교육의 원리와 교육 방안 탐색”,
어 육학연 제 집 어 육학회 쪽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33-260쪽.



학문학문 목적목적 쓰기에쓰기에 대한대한 간략간략 연구사연구사

학문학문 목적의목적의 쓰기쓰기 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 논의논의

석주연(2005), “학술적 글쓰기의 평가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 33(1),

한 어 연 회

학문학문 목적의목적의 쓰기쓰기 교육에교육에 대한대한 논의논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93-520쪽.

홍정현(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이원구(2005), “텍스트 구조 지도를 통한 학문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홍혜준(2008),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기영(2008)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글쓰기에 대한 일고찰 - 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3-126쪽.

외 다수. 2005년부터 장르별, 세부 내용별 연구 논문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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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학문 목적의목적의 한국어한국어 교재교재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한국어한국어 글쓰기의글쓰기의 기초기초((이정희이정희 外外 33인인 共著共著))

학생을학생을 위한위한 한 어한 어 기의기의 실제실제

2007.8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한국어한국어 글쓰기의글쓰기의 실제실제((이정희이정희 外外 33인인 共著共著))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인문인문 한국어한국어((허용허용 著著)) 2007.10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경영경영 한국어한국어((강현화강현화 ··민재훈민재훈 著著)) 2008.9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1 (1 (읽기읽기··쓰기쓰기) ) ((이화여대이화여대 언어교육원언어교육원))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2 (2 (읽기읽기··쓰기쓰기) ) ((이화여대이화여대 언어교육원언어교육원))
2008.12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 ((읽기읽기 기기)) ((이화여대이화여대 언어 육원언어 육원))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리포트리포트 작성법작성법 ((최윤곤최윤곤 著著)) 2009.8

외국인외국인 대학생을대학생을 위한위한 사고와사고와 표현표현I I ––글쓰기의글쓰기의 기초기초((장향실장향실 ··김서형김서형 ··고경태고경태 著著))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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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

(개요)
- 일반적인 쓰기 지식과 과정 정확하고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

일반적인 쓰기 지식과 과정, 정확하고
바른 글쓰기를 위한 기본 내용을 다룸.

(특징)(특징)
- 대학(원) 과정에 있는 유학생 대상
- 학업 수행에 필요한 표현 능력과 글 구성 능력 신장
- 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 사용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 사용
- 대학(원) 수학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에서

교양으로 다루는 수준의 주제와 내용 제시

(구성)
목표 ▶ 본문(예를 통해 구성) ▶ 연습
▶ 살펴보기(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의 사항)살펴 기(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의 사항)
▶돋보기(추가 설명) ▶ 모범 답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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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한국어한국어 글쓰기의글쓰기의 실제실제

(개요)
- 글의 기술 방법과 표현을 익히고 쓰는 과정에 따라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한국어한국어 글쓰기의글쓰기의 실제실제

글의 기술 방법과 표현을 익히고 쓰는 과정에 따라
유형별로 글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

(특징)(특징)
- 대학(원) 과정에 있는 유학생 대상
- 학업 수행에 필요한 표현 능력과 글 구성 능력 신장
- 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 사용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 사용
- 대학(원) 수학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에서

교양으로 다루는 수준의 주제와 내용 제시

(구성)
목표 ▶ 본문(예를 통해 구성) ▶ 연습
▶ 살펴보기(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의 사항)살펴 기(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의 사항)
▶돋보기(추가 설명) ▶ 모범 답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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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인문인문 한국어한국어

(특징)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인문인문 한국어한국어

- 한국 소재 대학교의 인문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중 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
- 성공적인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지침서 형식으로 다룸
인문학 영역의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인문학 영역의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고급 수준의 표현 및 이해 능력 배양

(구성)
듣고 생각하기 ▶ 핵심 용어 익히기 ▶ 본문 읽기
▶ 문형과 표현 익히기 ▶ 연습하기 ▶ 내용 이해하기▶ 문형과 표현 익히기 ▶ 연습하기 ▶ 내용 이해하기
▶과제 활동하기 ▶보충하기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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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경영경영 한국어한국어

(특징)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경영경영 한국어한국어

- 한국 소재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중 고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
- 성공적인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지침서 형식으로 다룸
경영 경제학 영역의 다양한 전문 용어 및 읽기- 경영·경제학 영역의 다양한 전문 용어 및 읽기
자료를 통해 고급 수준의 전공 이해 능력 배양

(구성)
듣고 생각하기 ▶ 핵심 용어 익히기 ▶ 본문 읽기
▶ 문형과 표현 익히기 ▶ 연습하기 ▶ 내용 이해하기▶ 문형과 표현 익히기 ▶ 연습하기 ▶ 내용 이해하기
▶과제 활동하기 ▶보충하기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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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1(1(읽기읽기··쓰기쓰기))

(특징)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1(1(읽기읽기 쓰기쓰기))

(특징)

- 읽기와 쓰기를 기능별 유사성을 살려 묶어서 제시

- 주제별로 고급 독해 활동과 쓰기를 연계

- <문법 및 표현>을 두어 고급 문법 및 표현에 대한

언어교육적 구사와 연습을 유지

(구성)

읽기 영역 : 준비 ▶ 본문 읽기 (새 단어 내용 이해읽기 영역 : 준비 ▶ 본문 읽기 (새 단어, 내용 이해

더 생각해 보기) ▶ 어휘 및 표현 익히기

쓰기 영역 : 쓰기1(문장/문형) ▶ 쓰기2(준비 및 개요)기 영역 기 (문장/문형) 기 (준비 및 개 )

▶ 쓰기(쓰기 과제, 더 생각해 보기) ▶ 모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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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2(2(읽기읽기··쓰기쓰기))

(특징)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대학한국어대학한국어2(2(읽기읽기 쓰기쓰기))

- 읽기와 쓰기를 기능별 유사성을 살려 묶어서 제시
- 주제별로 고급 독해 활동과 쓰기를 연계
- <문법 및 표현>을 두어 고급 문법 및 표현에 대한법 및 을 급 법 및

언어교육적 구사와 연습을 유지

(구성)(구성)
읽기 영역 : 준비(생각해 보기, 어휘 및 표현 학습)
▶ 읽기 (본문, 확인하기) ▶ 마무리(생각 넓히기,
어휘 및 문법 다지기 점검해 보기)어휘 및 문법 다지기, 점검해 보기)

쓰기 영역 : 준비(읽고 말하기, 생각해 보기, 어휘 및
표현 연습, 글쓰기 준비) ▶ 쓰기 ▶ 모범 쓰기
▶ 마무리(자유로운 글쓰기 어휘 및 문법 다지기▶ 마무리(자유로운 글쓰기, 어휘 및 문법 다지기,
점검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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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리포트리포트 작성법작성법

(특징)

외국인외국인 유학생을유학생을 위한위한 리포트리포트 작성법작성법

- 글쓰기의 방법, 글의 방식, 바른 문장 쓰기, 문장

부호법 등을 해설한 후, ‘리포트 작성’ 그 자체에

상당히 집중하여 기술된 교재

- 참고문헌, 각주와 미주, 자료 검색 방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은 독특하다 할 수 있음담겨 있는 것은 독특하다 할 수 있음.

- 글쓰기 교육의 일반론을 쉽게 해설하고자 함

(구성)

- 제1부: 글쓰기의 기초 제2부: 리포트 작성법제1부: 글쓰기의 기초, 제2부: 리포트 작성법

- 총 14강 형태로 학기 수업에 적합하게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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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사고와 표현표현11 -- 글쓰기의글쓰기의 기초기초

(특징)

사고와사고와 표현표현1 1 글쓰기의글쓰기의 기초기초

(특징)

- 내국인 대상의 ‘글쓰기’ 강의와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강의를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

- 글쓰기의 과정, 단위별 글쓰기, 장르별 글쓰기로

글쓰기를 입체적으로 다룸

짧 유효한 입 충분한 예제를 통해 실제- 짧고 유효한 도입, 충분한 예제를 통해 실제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구성)

학습 목표 ▶ 생각 열기 ▶ 단원 해설(서술, 예시)학습 목 생각 열기 단원 해설(서술, 예시)

▶ 연습하기 ▶ 마무리하기(단문의 자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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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 문장문장 구성구성 능력능력, , 어휘어휘 선택선택,, 문체문체 등등

1.1. 기본적인기본적인 학술학술 한국어한국어 구사구사 능력능력 부족부족

22 어휘어휘 선택선택 구어체구어체 표현표현 비전문적비전문적 어휘어휘 및및 표현표현

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문장문장 구성구성 능력능력,, 어휘어휘 선택선택,, 문체문체 등등

2. 2. 어휘어휘 선택선택, , 구어체구어체 표현표현, , 비전문적비전문적 어휘어휘 및및 표현표현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아무리 진짜 어려워도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루가 지나면 물건의 값이 올라가고력 생각

타는 월급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외국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말고 국내 제품을 개발하면 물건의 값도 비싸지 않으니까들여 지 말 국내 제품을 개발하면 물건의 값 비싸지 않 니까

괜찮을 겁니다. 국민들은 자꾸 정부랑 기업에게만 지금의 위기를 없애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하나 노력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끝난다. (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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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 문장문장 생성력생성력((구사력구사력), ), 단락단락 구성구성 능력능력

1.1. 문장의문장의 호응호응, , 문장문장 간간 연결의연결의 비유창성비유창성

22 단락의단락의 통일성통일성 긴밀성의긴밀성의 문제문제

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문장문장 생성력생성력((구사력구사력),), 단락단락 구성구성 능력능력

2. 2. 단락의단락의 통일성통일성, , 긴밀성의긴밀성의 문제문제

본 논문에서 한류 열풍이 발생하는 데 있어 왜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일시적인

것일까, 또는 한국과 몽골의 문화의 유사성, 친근감에서 비롯한 것일까?

한국의 대중문화가 수준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서구 문화를 한국화 시킨

것인지, 특징이 무엇일까? 타국 문화에 개방적인 몽골 인들은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모든 몽골 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모든 몽골 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특정 지역, 연령,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지, 한류 현상은

몽골에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 문제를몽골에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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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교과서 내용 분석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면 교과서 내용 분석,
교육과정의 변천 및 비교, 교과서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과서 변천 과정
및 신ㆍ구 교과서 비교 분석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은 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역사에그러나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은 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교 분석 역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비교에
머물러 있어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유럽 역사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실정이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 교과서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거나 불충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교과서에서 조선 시대의 수도를 평양으로 교과서에서것이었다. 예컨대 ○○ 교과서에서 조선 시대의 수도를 평양으로, △△ 교과서에서
고려 시대 이후부터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였다고 기술해 놓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 들은 정 와 여러 시민 단체들의 준한 력에한국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은 정부와 여러 시민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지금은 많이 고쳐졌다. 하지만 역으로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도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잘못 실려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도, 해당 국가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항의나 문제 제기가 없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가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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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 문장부호문장부호((구두법구두법), ), 모국어모국어 전이전이 등등

1.1. 구두법구두법, , 모국어모국어((제제11어어)) 습관습관 등으로부터등으로부터 생기는생기는 문제문제

이상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관광자원개발이란: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여,

관광 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로 보다 나은관광 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로 보다 나은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관광자원개발의 개념인 것이다. (관광학, 석사)

한 열 에 따라 한 의 많 연 이 어 더빙이 되어 개되요즘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의 많은 연속극들이 중국어로 더빙이 되어 소개되고

있지만 더빙된 내용들을 보면 내용전달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잘 못 전달 된

곳들이 비일비재하다 문제의 원인을 따져내면 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곳들이 비일비재하다. 문제의 원인을 따져내면 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요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떼치고

나와 속히 극복하자면 하루빨리 최상급의 한국어실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교육

방법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어습득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어 외에도 반드시 자기의 전공분야가 있어야 한다.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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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기타기타 학술적학술적 글쓰기에서글쓰기에서 노출된노출된 문제점문제점

1.1. 개요개요 작성작성 능력의능력의 부족부족

학습자학습자 분석분석: : 기타기타 학술적학술적 글쓰기에서글쓰기에서 노출된노출된 문제점문제점

.. 개개 작성작성 능력의능력의 부족부족

---- 문장문장 개요개요 / / 화제화제 개요개요

22 요약요약 능력의능력의 부족부족2. 2. 요약요약 능력의능력의 부족부족

---- 서론부의서론부의 ‘‘연구사연구사’ ’ 정리정리 능력능력

3. 3. 한국형한국형 학술문에학술문에 대한대한 이해이해 부족부족

---- 학회학회 토론문토론문, , 단락단락 내내 중심중심 생각생각 제시제시 방법방법



교재교재 개발을개발을 위한위한 출발출발

잘잘 쓴쓴 한국어한국어 논문이란논문이란??잘잘 쓴쓴 한국어한국어 논문이란논문이란??
한국한국‘‘적적’ ’ 학술적학술적 쓰기란쓰기란??

퇴고와퇴고와 수정수정 요령요령어휘어휘, , 어법어법

문장문장 단위단위 개요개요 짜기짜기

단락단락 단위단위단락단락 단위단위



교재교재 개발의개발의 원칙원칙

학습자학습자 과정과정
중심중심 중심중심

내용내용 원리원리내용
중심
내용
중심

원리
중심
원리
중심



교재교재 개발개발 방향방향(1)(1)

학습자학습자 중심중심

-- 학습자학습자 요구요구, , 목적목적, , 수준수준 등의등의 변인을변인을 고려한고려한

학습자학습자 중심중심

쓰기쓰기 교육교육 내용내용 개발개발 ((자료자료 분석에분석에 근거근거))

-- 대학원에서대학원에서 요구되는요구되는 ‘학문‘학문 목적의목적의 한국어’한국어’ 쓰기쓰기 능력능력 제고제고

과정과정 중심중심

-- 쓰기쓰기 절차를절차를 고려한고려한 교재교재 내용내용 구조화구조화

과정과정 중심중심

-- 쓰기쓰기 절차를절차를 고려한고려한 단원단원 구성구성

-- 거시적거시적 접근접근  미시적미시적 접근접근 ((기술적기술적 측면보다측면보다 원리적원리적 측면으로측면으로))



교재교재 개발개발 방향방향(2)(2)

내용내용 중심중심

-- 다양한다양한 분야의분야의 학술학술 텍스트텍스트 주제주제 및및 내용내용 이해이해

내용내용 중심중심

다양한다양한 분야의분야의 학술학술 텍스트텍스트 주제주제 및및 내용내용 이해이해

-- 필수적인필수적인 학습학습 내용에내용에 대한대한 분명하고분명하고 효율적인효율적인 전달전달

원리원리 중심중심

-- 텍스트의텍스트의 조직조직 원리원리 및및 표현표현 방법의방법의 원리원리 제시제시

원리원리 중심중심

텍스트의텍스트의 조직조직 원리원리 및및 표현표현 방법의방법의 원리원리 제시제시

-- 문어문어 문식문식 능력능력 향상을향상을 위한위한 효율적인효율적인 쓰기쓰기 교수학습교수학습 원리원리 제시제시



교재교재 개발개발 절차절차

- 단원별 교수․학습 목표 설정
예시 텍스트 선정

- 외부 전문가(3인)
위촉 및 의뢰
자문 내용 수용- 예시 텍스트 선정

- 지식 내용 및 활동 구성
- 자문 내용 수용

기획 내용 1차 외부 편집 시범 수정

회의 집필 교정 자문 교정 적용 제작

- 개발 준비. 학습자 및
교수-학습 변인 분석

- 교재 개발 방향 설정
- 교재 내용 및 체제 기획

- 시범 단원 시연
- 시연 결과, 집필자

사이 상호 교열에

- 대학원 집단 대상
- 1~2학기 동안 시범 적용
- 노출된 문제점 보완재 내용 및 체제 기획 상

따른 1차 교정



교재교재 내용내용 구성구성

1강 학술적 글 기의 이해 2강 단락과 주제문1부 •1강: 학술적 글쓰기의 이해 •2강: 단락과 소주제문

•3강: 단락의 요건과 배열 •4강: 요약

5강: 개요

1부

글의 조직

이해하기 •5강: 개요이해하기

2부 •6강: 분류 •7강: 분석

•8강: 정의 •9강: 비교

0강 정리학습

2부

글의 표현

방법 익히기 •10강: 정리학습방법 익히기

3부 •11강: 퇴고하기(1) •12강: 퇴고하기(2)

•13강: 토론문 작성의 실제(1)

3부

글쓰기의
•14강: 토론문 작성의 실제(2)실제



교재교재 내용의내용의 순서순서((구성구성))

학습목표: 성취 가능한 목표 진술

도입: 실제 사례 제시로 동기와 흥미 유발

개념: 각 단원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

원리와 절차: 실제 글쓰기에서의 단계별 원칙원리와 절차 실제 글쓰기에서의 단계별 원칙

활동: 개념 및 절차와 연계된 실제 활동 문제

3장 실제에서는
“사례 분석”으로.

활동: 개념 및 절차와 연계된 실제 활동 문제
3장 실제에서는

“확인”으로.



교재교재 내용의내용의 실제실제

목표목표 및및 도입도입 개념개념 및및 원리원리//절차절차 활동활동((연습연습))

Examples Examples ExamplesExamples

<제6강: 분류>

Examples

<제3강: 단락>

Examples

<제5강: 개요>제 강 분류

<제7강: 분석>

제 강 단락

<제4강: 요약>

제 강 개

<제11강: 퇴고>



논의논의 및및 전망전망

❖❖ 한국어에서한국어에서 학술적학술적 글쓰기에글쓰기에 대한대한 ‘‘전형전형((典型典型)’)’이란이란??
▪ 장르별 특징(전공 영역), 구어체와 대비되는 문어체의 전범장 별 특징(전공 영역), 구어체와 대비되는 문어체의 전범

▪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존재 여부(혹은 학습 가능 여부)

▪ 토론문, 단락의 주제문 배치, 인용 등 한국 학술 언어의 고유성론문, 단락의 주제문 배치, 인용 등 한국 학술 언어의 유성

▪ 이른바 ‘reader-responsibility’, ‘우회 표현’ 등의 문제

❖❖ 전환전환 표지표지(Transition signals)?(Transition signals)?
▪ transition phrases – conjunctive adverbs – coordinatingtransition phrases conjunctive adverbs coordinating

conjunctions – subordinating conjunctions – others 
(Alice & Ann(2006, 4th ed)의 분류)( ( , )의 분류)

▪ 한국어의 전환 표지나 약속된 문형(formula)의 구축 필요성



논의논의 및및 전망전망

❖❖ 학습을학습을 둘러싼둘러싼 다양한다양한 환경의환경의 문제문제

▪ 문어 특히 학술 논문의 문체는 쉽게 학습되지 않는 영역▪ 문어, 특히 학술 논문의 문체는 쉽게 학습되지 않는 영역

▪ 글쓰기 교실(writing center)의 운영 등의 지원 체계

유학생 본인의 의지와 학교에서의 논문 엄밀성 문제▪ 유학생 본인의 의지와 학교에서의 논문 엄밀성 문제

❖❖ 학습자들의학습자들의 상대적상대적 학습학습 동기동기❖❖ 학습자들의학습자들의 상대적상대적 학습학습 동기동기

▪ 시범 수업 결과 나타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

▪ 글쓰기에 대한 설명 그 자체가 한국어 학습으로 부담이 됨

▪ ‘정답’이 없으므로 학습자가 수용할 만한 방향을 찾기 어려움

▪ 쉽고 좋은 교재와 함께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훈련도 요구됨



논의논의 및및 전망전망

❖❖ 후속후속 교재교재((실제편실제편((응용편응용편))))에에 대한대한 구상구상

현재 개발한 교재를 ‘기초편’으로 명명▪ 현재 개발한 교재를 ‘기초편’으로 명명

▪ 논문의 직접적인 작성에 대한 ‘실제편’이 후속적으로 필요

▪ 실제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기획 중)

- 논문 검색, 자료 검색법논문 검색, 자 검색법

- 대학원 내 세미나 발제문 쓰기, 학술 발표와 연계시키는 법

정서법 및 구두법 각주 달기 인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정서법 및 구두법, 각주 달기, 인용법, 참고문헌 작성법

- 필수적인 워드프로세서 사용법 및 편집 방법

- 연구 윤리, 표절과 중복 게재 문제 등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