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석사)
영역

교과목
코 드

교
한

교 과
내용학

명
영

어

개설시기

이수
학점

연도-학기

비고

202-109

작문 이론과 작문교육 연구

Writing Theory and Writing Instruction

3

2-①

202-116

화법 이론과 화법교육 연구

Speech Theory and Speech Instruction

3

1-①

202-122

국어교육쟁점연구

Studies in the Issu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

2-②

202-131

읽기이론과 읽기교육연구

Reading Theory and Reading Instruction

3

1-②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Teaching
Literacy

3

1-①

202-133

읽기과정과 전략연구

Process and Strategies of Reading

3

2-②

202-135

논증이론과 국어교육연구

Argumentation Theor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3

1-②

202-137

언어문화와 국어교육연구

Korean Linguistic Culture and Language Education

3

2-①

202-144

국어규범과 언어문제연구

Norms and Issues of Korean Language Use

3

1-②

202-146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Korean Education Research Methods

3

2-②

202-147

국어 교수 ․ 학습방법 연구

Studies on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3

1-①

202-150

국어교육과정과 평가 연구

Study on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3

2-①

202-201

화용론과 국어교육 연구

Pragmatic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3

2-①

202-208

고전문학과 고전교육연구

Classic Literature and Classic Literature Instruction

3

1-②

202-209

시이론과 시교육 연구

Poetr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3

2-②

202-215

드라마이론과 드라마교육연구

Drama Theory and Drama Education

3

2-②

202-217

창작이론과 창작교육연구

Theory of Creation of Literature and Education in the
Creation of Literature

3

1-①

202-219

문법이론과 문법교육 연구

Grammar Theory and Grammar Instruction

3

2-①

202-220

어휘·의미론과 국어교육 연구

Lexis and Semantic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3

1-①

202-222

아동문학과 문학교육연구

Children's Literature and Literary Education

3

2-①

202-224

스토리텔링과 국어교육연구

Study on Storytelling and Korean Education

3

1-①

미디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제
학습 대화와 교실 의사소통
연구

Theory and Practice of Media Education and Digital
Literacy
Study on Instructional Communication and Classroom
Interaction
Research on Adolescent literature and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on Literature and Education of Literature
Appreciation

3

1-②

3

2-②

3

2-②

3

1-②

3

5학기차

202-225
202-226

논문
연구

목

글

202-132 아동언어발달과 문식성교육연구

교 과
교육학

과

202-227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연구

202-228

문학과 문학 감상 교육 연구

001-301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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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석사과정】
▐ 교과 교육학
1. 작문 이론과 작문교육 연구(202-109)
작문이론과 작문교육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작문 교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탐구한
다. 작문 과정, 작문 기능과 전략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작문 능력을 신장
시키기 위한 교재 구성,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 화법 이론과 화법교육 연구(202-116)
화법 이론을 인간의 의사소통 현상에 작용하는 원리를 체계화한 이론으로 폭넓게
정의하여, 인간 의사소통과 언어사용 관련 이론을 다양하게 섭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법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언어사용 현상을 분석하고 원리를 탐구하며, 이를 화법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국어교육 쟁점 연구(202-122)
국어교육의 연구와 실천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탐색과 토론을 통하여 초등
국어교육의 위상과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교육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다.
4. 읽기 이론과 읽기교육 연구(202-131)
읽기 이론 및 읽기 교수 ․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읽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교수 ․ 학습 방법 및 교재 구성 전략을 탐구한다.
5. 아동언어발달과 문식성교육연구(202-132)
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국어교육 역시 학습자의 국어 능력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바, 이 강좌는 발달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에 대한 발
달적 연구는 구어적, 문어적 능력을 포함하여 국어와 관련된 지식의 발달에 이르기까
지 대상 영역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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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읽기과정과 전략연구(202-133)
읽기 과정에 관련하는 요소 및 과정을 분석하여 읽기 현상 전반을 이해하고, 읽기
교육의 목표별 문제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읽기교육 현장에서 교재 구
성, 교수 ․ 학습 전개, 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능력을 기른다.
7. 논증 이론과 국어교육 연구(202-135)
국어교육에서 논증이 주로 활용되는 토론, 논술, 비판적 읽기의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논증 이론과 논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 학습자들이 논증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알아보고 발달 단계에 적절한 논증 교육과 논증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본다.
8. 언어문화와 국어교육연구(202-137)
국어사용의 과정과 맥락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에 관하여 국어교육의
위상에서 가치를 탐색하고, 그것을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요소로 재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어로 이루어진 정신적 노작 가운데 그것의 언어문화적 해석과 작
용을 연구하고, 또 국어사용의 소통 맥락에 관여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국어교육의 내
용과 방법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9. 국어규범과 언어문제연구(202-144)
국어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원리를 알고 실제를 익혀, 자신의 발음을 표준화하고
학생 지도에서 효과적인 국어 표준어 발음 지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국어교육 연구방법론(202-146)
국어 교수학습 연구는 국어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목표,
성격, 영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 ․ 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수업에 적용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국어교육에 적절한 교수 ․ 학습 방
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1. 국어 교수학습방법 연구(202-147)
[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국어과 교수·학습 이론과 모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과목에서는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설계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목표, 성격, 내용,
대상 학습자 등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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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어교육과정과 평가 연구(202-150)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 및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국어교육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평가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국어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계발한다.

▐ 교과 내용학
1. 화용론과 국어교육 연구(202-201)
형식주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능주의 언어학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화
용론 관련 기초 개념과 이론을 익히고 이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한다.
2. 고전문학과 고전교육 연구(202-208)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전문학교육의 이론을 탐색하고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고전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실제
수업과 관련한 고전문학 교재 개발 및 교수 설계 연습을 한다.
3. 시 이론과 시교육 연구(202-209)
시 텍스트 및 시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의 기본 개념과 관련 이론들을 점검하며,
한국 현대시의 특성과 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하여, 시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습득하게
된다.
4. 드라마 이론과 드라마교육 연구(202-215)
드라마(극문학의 제양식)의 본질과 극적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드라마 기본 개념과
관련 이론들을 점검하며, 한국의 전통극 및 국내․외의 현대 드라마(연극, 영화 등)의
특성과 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하여, 드라마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습득한다.
5. 창작 이론과 창작교육 연구(202-217)
창작과 비평은 문학적 체험의 정수이므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하여 폭넓고 깊은
문학적 삶을 체득하도록 한다. 비평적 글쓰기를 겸한 창작 교육을 통해 관찰력과 감
지력, 사물의 실제에 접근하는 신선한 관점, 의미의 형상화 등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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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법 이론과 문법교육 연구(202-219)
국어 문법 지식 교육의 국어교육 영역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국어문법의 특성과 체
계를 익혀서 우리말을 잘 알고, 잘 가꾸고, 국어교육 현장에서 문법교육에 적용할 지
식과 태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7. 어휘 ․ 의미론과 국어교육 연구(202-220)
현대 국어의 전반적인 어휘 체계와 의미 구조 분석 이론과 방법을 익히고, 국어 교육
에서 어휘와 의미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아동문학과 문학교육연구(202-222)
미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문학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학 현상에 대한 제반 이
론들을 점검하여 그 교육적 함의를 추출하며, 그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거시적 ․ 미
시적 구조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교수 ․ 학습의 방법론을 구안한다. 특히 초등문학교육의 기
반이 되는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점검한다.

9. 스토리텔링과 국어교육연구(202-224)
텍스트와 소통과 문화 등의 각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의 현상과 양태를 이해하고 스
토리텔링의 구조, 속성, 작용 등을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유효하게 기획하고 적용
할 수 있는 원리와 전략을 연구한다.
<주요 내용 >
1) 텍스트 현상으로서의 스토리텔링 이해
2) 소통현상으로서의 스토리텔링 탐구
3) 스토리텔링과 언어문화 형성의 상관성
4) 국어교육 내용 차원의 스토리텔링 요소
5) 국어교육 방법 차원의 스토리텔링 변인
6) 국어교육의 환경과 스토리텔링 현상
10. 미디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제(202-225)
인쇄매체의 지면(page), 면대면 상황, 디지털 매체의 화면(screen)을 통해 의미를 표현
하고 전달하는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사회적 참여 역량을 기르는 미
디어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어 수업에서의 활용 방법을 탐구하며
관련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국어교육 및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융합 교육의 실천
과 연구 역량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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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대화와 교실 의사소통 연구(202-226)
교사-학생의 교실 의사소통의 변화와 함께 국어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대화를 설계하
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어 수업에서 소집단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알아보고 수업 담화를 분석하여 수업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
의한다.
12.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연구(202-227)
교육적·미학적 장르로서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소년 문학을 교육에 적용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한다. 아동 문학 및 일반 문학과의 경계를 탐색하여 청
소년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장르적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적 상황에서 청소년
문학 장르에 대한 연구자 나름의 관점을 정립한다. 또 미학적,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청
소년 문학 작품의 목록을 구성한다.
13. 문학과 문학 감상 교육 연구(202-228)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학 감상 교육의 이
론과 실제를 탐색한다. 문학 이론을 적용한 문학 텍스트 읽기를 통해 문학 이론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그리고 문학 독자의 반응에 관한 이론을 살피고, 이를 통
해 문학 감상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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