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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ㅇ 이스탄불 최대 비야짓 공공도서관(Beyazit State Library)을 방문하여, 

장서 등 관리 방안 및 우수 리모델링 사례 견학

   ㅇ 주터키 한국문화원 방문 및 협력방안 논의

   ㅇ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축사 및 한국자료실 자료 전달

   ㅇ 터키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운영에 관한 MOU 교환 및 향후 

한국자료실 발전 방향 협의

   ㅇ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과 ‘작가와의 만남’진행

 2. 출장기간 : 2017. 3. 5.(일) ~ 2017. 3. 11.(토) / 5박 7일

 3. 출 장 지 : 이스탄불(터키), 앙카라(터키)

 4. 방문기관

   ㅇ 비야짓 공공도서관 

   ㅇ 주터키 한국문화원

   ㅇ 터키국립도서관

   ㅇ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5. 출 장 자 : 김진곤 기획연수부장

              조설희 사무관(국제교류홍보팀)

              전솔지 주무관(국제교류홍보팀)

              황선미 작가(프리랜서)



- 4 -

Ⅱ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5(일) 서울 이스탄불 KE0955
14:25~
20:15

인천출발 이스탄불 도착

3. 6(월)
10:00~
12:00

< 이스탄불 주요 도서관 탐방 >
- Beyazit State Library 방문

비야짓 공공도서관
고문헌도서관장

3. 7(화) 이스탄불 앙카라 TK2152

14:00~
15:15

16:00~
18:00

이동

한국문화원
< 관계기관 방문 >
- 주터키 한국문화원 방문

한국문화원장

3. 8(수)
14:00~
18:30

터키
국립도서관

< 한-터키 수교60주년 기념행사>
- 부장님 축사(기념식)
- 한국자료실 자료 전달식
- 한국자료실 현황 점검
- 기념식 부대행사 참석
- 황선미 작가 특강 

터키 문화부 차관,
터키국립도서관장,
한국문화원장 
터키국립도서관 국
제교류담당 등

3. 9(목)

10:00~
12:00

14:00~
16:30

문명박물관

앙카라
대학교

< 앙카라 지역 문화탐방 >
-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견학

<앙카라 대학교 방문>
-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방문
- 작가와의 만남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한국어문학과 
학생 

3. 10(금) 앙카라 이스탄불 TK2153
16:10~
17:30

이동

이스탄불 인천 KE0956 21:45~ 이스탄불 출발

3. 11(토) 13:55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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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업무 세부내용

     

1. 비야짓 공공도서관(Beyazit State Library)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7. 3. 6.(월) 10:00~12:00

  ㅇ 장  소 : 이스탄불 소재

  ㅇ 면담자 : 살리흐 사힌(Salih Sahin)  고문서 도서관장(Director of Beyazit 

                 Manuscript Library)

 나. 도서관 견학

  ㅇ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리모델링

    - 1884년 설립된 도서관은 학교, 목욕탕을 겸하는 무료 급식소로 쓰였던 

오래된 건축물을 도서관으로 개관. 2016년 비잔틴 시대 유물이 대거 

발견 되면서,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최소한의 개입(minimal 

intervention)’방식으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방식으로 리모델링 진행

    - 고서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실을 유리로 제작하여 보존하고 있음.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료 또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전시 효과를 줄 수 있었음

  ㅇ 통구조 형식의 서고 내 장서 관리

    - 여러 층에 해당하는 서고가 하나의 통 구조 되어 있음. 서가들이 수직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리자가 지나는 통로를 층간에 설치하여 자연

스럽게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서가의 단도 철제구조물에 상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치되어 책 크기에 

따른 높이 조절이 매우 용이하였음

    - 서고 항온항습은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토만제국의 고신문 등 

주요 자료는 서고 내 통풍이 가능한 구조(철망)의 별실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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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사점

  ㅇ 이스탄불 내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서 열람실 등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현대적인 공간과 유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역사적인 공간을 

아름답게 조화시킨 리모델링이 인상적임

  ㅇ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방향으로 유물 등 전시공간과 이용자 

공간의 조화에 관한 주요 사례로 고려

2. 주터키 한국문화원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7. 3. 7.(화) 16:00~18:00

  ㅇ 장  소 : 앙카라 소재

  ㅇ 면담자 : 조동우 문화원장, 투체 홍보담당 등

 나. 회의내용

  ㅇ 터키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MOU 체결 후 활성화 지원 협의

    - 2010년 한국자료실 설치하고 5년간의 자료지원 기간이 종료 한 터키

국립도서관과 2017년 2월, 한국자료실 협력에 관한 MOU(2017-2021)를 

체결한 바, 향후 한국자료실이 많은 터키인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요청 

    - 터키는 6․25 주요 참전국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고, 최

근 터키 교과과정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정하여 앞으로도 한국어 학

습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문화원은 터키 내 한국학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한국

자료실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다. 시사점

  ㅇ 터키국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내 한국․터키자료실은 양국 국립도

서관 간 문화와 지식 교류의 상징으로서, 한국자료실이 계속 유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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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있어 한국문화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인식

  ㅇ 향후 터키국립도서관의 한국자료실이 잘 운영되도록 현지 한국어 학습 

및 한국학 관련기관에 홍보 및 관련 문화행사 개최 협의

3. 터키 국립도서관

 가. 방문개요

  ㅇ 일 시 : 2017. 3. 8.(수) 14:00~18:30

  ㅇ 장  소 : 앙카라 소재

  ㅇ 주요활동 

      -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축사)

      - 한국자료실 자료전달 및 MOU 전달

      - 작가와의 만남(황선미 작가)

  ㅇ 참석자 : 외메르 아르소이(Ömer ARISOY) 터키 문화부 차관, 쥴피 토만

(Zülfi TOMAN) 국립도서관장 등 약 380여명

 나.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ㅇ 기념행사 참석

<2017년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주요 식순>

-(14:00~14:40) 국악공연
-(14:40~15:00) 한국문화의날개회식및자료기증식
· 조윤수 대사 환영사
· 김진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축사
· 외메르 아르소이 터키 문광부 차관 축사
· 한국자료실 도서 기증
-(15:00~15:15) 전시회 개막식
· 한국 기증도서, 한-터 서예전, 한국관광사진전, 한국전
참전 관련 사진전

-(15:15~15:30) 축하 리셉션
-(15:40~15:50) 한국 시 낭송
-(16:00~17:30) 한국영화상영(애니메이션 '마당을나온암탉') 상영
-(17:30~18:30) 작가와의만남(‘마당을나온암탉' 저자황선미작가)<2017년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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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념식 환영사 및 축사

    - (조윤수 대사) 한국 전쟁이후 한국 국민들은 터키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60년은 재탄생의 의미를 가지는 만

큼 양국 간 수교 60주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터키 내 중고등

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며, 

향후 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외메르 아르소이 터키 문화부 차관) 1957년 수립한 외교관계는 전

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다자관계를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음. 터키 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과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내 터

키자료실이 개설되는 등 양국 간 문화협력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

고 있음

    - (김진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수교이후 정치․경제뿐만 아니

라 문화적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양국 국립

도서관 또한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천년을 거스르는 

교류의 역사에 더불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국립도서관

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ㅇ 한국자료실 자료 및 양해각서 전달

    -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쥴피토만 터키국립도서관장은 ‘Window 

on Korea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7. 2.22.)을 우편 전달 방식으로 

서명․체결함

    - 김진곤 기획연수부장과 쥴피토만 터키국립도서관장은 양해각서를 교환

하고, 도서를 통한 양 도서관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협의함

    - 양해각서 체결로 터키 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에 2021년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지원하기로 한 바,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일에

‘훈민정음 해례본’등 159권을 기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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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애니메이션 상영회·작가와의 만남(황선미 작가) 

    - 수교기념 부대행사로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

고자 한국 대표 창작 애니메이션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상영

    - 원작 작가인 황선미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 및 ‘창작-다른 

방식의 삶’이라는 특강을 진행, 작품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애니메이션 상영 (마당을 나온 암탉)>

- 원작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2000년 출간)
- 제작 : 2011년
- 특징 : 극장용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인
220만 명을 동원하고, 이후 중국으로도 수출됨
- 수상내역 : 제44회 스페인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최
우수 가족영화상, 제3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특별상, 제
5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등

 다. 한국자료실 현황 점검

  ㅇ 2010년 터키국립도서관에 설치 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은 2층 

중앙통로에 독립된 공간으로 위치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홍보됨 

  ㅇ 한국자료실 기증도서는 터키국립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Window on Korea” 스티커 부착으로 타 도서와 구별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증 자료의 신속 정리를 위해 2017년 기증 자료부터 

한국어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로마자표기(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로 

변환하여 제공함

 라. 시사점

  ㅇ 수교 6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터키국립도서관에서 개최

됨으로써, 한국자료실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상징으로서 홍보됨

  ㅇ 터키 내에서 한국어의 제2외국어 지정 등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자

료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터키국립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이 터키 내 한국 관련 도서 거점도서관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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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가. 방문 개요

  ㅇ 일 시 : 2017. 3. 9.(목) 14:00~16:30

  ㅇ 장 소 : 앙카라 소재

  ㅇ 면담자 : Prof. Dr. M. Ertan GOKMEN(한국어 학과장) 등 한국어문학과 

교수 및 학생 등 50여명

 나. 한국어 학과장 간담회

  ㅇ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소장 원문DB를 앙카라대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괴크만 학과장은 한국어 도서 및 논문 원문 열람을 가

능케 해준다면 한국학 연구 및 자료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

  ㅇ 황선미 작가의 작품 몇 개가 한국어->영어->터키어 순서로 번역되어 

터키어 작품이 한국 원작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 

앙카라대 한국어과 석·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한국어->터

키어로 바로 번역하는 작업을 제안

 다. 작가와의 만남(황선미 작가)

  ㅇ 「마당을 나온 암탉」의 집필 배경 및 각 등장 인물에 대한 작가의 

의견과 앙카라 한국어학생들의 감상 의견 공유

  ㅇ 작가의 창작 활동의 배경이 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한 설명

 라. 시사점

  ㅇ 한국 작가의 의도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활발하게 질문하며 작품세계

에 대한 시사점을 같이 생각해보는 등 문화를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

  ㅇ 앙카라대학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작품 이해 능력이 뛰어났으

며 한류를 넘어서 한국 문학과 정치․사회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있어, 터키 한국자료실 자료 제공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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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의견

1. 한국자료실 연계 문화행사 개최

  ㅇ 터키의 국립도서관에서‘수교 60주년 기념행사’와 다양한 한국 문화행

사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ㅇ 한국자료실 설치 기관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자료실 홍보 및 활성화 도모 필요

2. 한국자료실 운영 및 자료 지원 

  ㅇ 한-터키 수교 60주년과 한국어의 제2외국어 지정 등으로 한국어와 한

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ㅇ 이에 한국어 교육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한국

자료실 자료지원 시 이에 대한 반영 필요

  ㅇ 터키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도서관 내에 한국자료실 설치(유지) 및 

한국학 자료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기여

3. 재외공관과 협력

  ㅇ 현지 재외공관(주터키 한국문화원)과 인근 지역 한국학 연구기관(앙

카라대학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한국자료실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주터키 한국문화원이 제공하고 있는 우리관 소장 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 모든 재외 한국문화원에서도 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홍보 필요

  ㅇ 재외 한국문화원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 이용 안내 및 홍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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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활동 사진

1. 비야짓 공공도서관(Beyazit State Library)

<비야짓공공도서관 입구> <비야짓공공도서관 내부>

   

<비야짓공공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비야짓공공도서관 관계자 기념사진>

<오스만 시대 희귀 장서 전시> <오스만 시대 필사본>

<비야짓공공도서관 서고 견학> <비야짓공공도서관 서고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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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터키 한국문화원 방문 사진

<주터키 한국문화원 입구> <주터키 한국문화원 내부>

<주터키 한국문화원 자료실> <문화원장 간담회>

3-1. 터키국립도서관 방문 사진(한국자료실 방문)

  

<Window on Korea 현판. 한국자료실 입구>

<한국자료실 양해각서 교환>

<한국자료실 자료> <기증자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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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키국립도서관 방문 사진(수교 6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장 입구> <기념식 기획연수부장님 축사>

<한국자료실 자료 전달식>
<전시장 테이프 커팅>

<기념식 문화행사> <기념식 문화행사>

<작가와의 만남_황선미> <작가와의 만남_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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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방문 사진

5.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방문 사진

<앙카라대학교 입구> <학과장 간담회>

<앙카라대학교 방문 기념사진> <작가와의 만남_황선미>

<문명박물관 입구> <박물관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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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 언론보도

구분 제목 언론사 카테고리 날짜

국내

보도

(6건)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뉴스1 인터넷 2017.03.09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연합뉴스 인터넷 2017.03.09

국립중앙도서관, 터키국립도서관과 수교 기념행

사
뉴시스 인터넷 2017.03.09

국립중앙도서관, 터키 국립도서관에 한국 도서 

기증
연합뉴스 인터넷 2017.03.09 

피로 맺은 한·터키 우정"…수교 60주년 기념 '한

국문화의 날“
연합뉴스 인터넷 2017.03.09

"한국을 위해 흘린 터키의 피 잊지 않겠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넷 2017.03.09

터키

보도

(20건)

Türkiye-Güney Kore diplomatik ilişkilerinin 60. 

Yılı
Haberturk 신문 2017.03.08.

Büyükelçi: Koreliler Türk halkına minnettar Sabah 신문 2017.03.08.

Türkiye-Güney Kore Diplomatik İlişkilerinin 60. 

Yılı
Beyaz 신문 2017.03.08.

Türkiye, Güney Kore'yi komünist bir ülke 

olmaktan kurtardı
Vatan 신문 2017.03.08.

그 외 인터넷 보도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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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방문기관 주요정보

 1. 비야짓 공공 도서관(Beyazit State Library)

   가. 조직 현황

     ㅇ 연혁 : 1884년 Sultan Abdülhamid II 재임 시 설립

     ㅇ 소속 : 문화부 

     ㅇ 장소 : Turan Emeksiz  Sok. No. 6 34126  Beyazıt /이스탄불

     ㅇ 관장 : Müdür V. Lütfi UĞUZ

   나. 운영현황

     ㅇ 장서현황 : 도서, 정기간행본, 신문, 희귀본, 지도자료, 포스터, 화

폐 수집 컬렉션 등 1백만 이상 장서 보유

     ㅇ 시설현황 : 열람실, 어학 학습실, 시각장애인용 열람실, 음악/영상

실, 문화 행사 개최용 회의실

   다. 주요업무 및 특징

     ㅇ 터키의 첫 공공도서관이자 이스탄불 내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도서관

     ㅇ 1999년 지진 피해 발생,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거침. 이후 2016 

세계 건축 축제(WAF)에서 "Old and New" 수상

     ㅇ 도서관의 역사적인 분위기에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미. 유리상자 내

부에는 Bayazit 도서관의  희귀본 및 원고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음

     ㅇ 개·보수작업 중 비잔틴 시대 교회 유물이 발굴되어 보존작업을 

거쳐 현재에는 유리 지붕을 통해 감상할 수 있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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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urkey)

  가. 조직 현황

    ㅇ 설립 : 1946년 4월 15일

    ㅇ 장소 : Bahçelievler Son Durak 06490 Çankaya/앙카라

    ㅇ 소속 : 문화관광부

    ㅇ 관장 : 쥴피 토만(Zülfi Toman)

    ㅇ 조직 : 3부 15과

  나. 운영현황

    ㅇ 장서현황 : 3,485,000 책(점)

 Number of

 Books

 Number of

 Books in the

 Old  Orthography

Number of

Periodicals

Number of

Non-textua

Materials

Number of

Manuscripts
TOTAL

1,600,000 84,000 1,550,000 224,000 27,000 3,485,000

  

 다. 주요업무

     ㅇ 자료의 납본 및 국가 서지작성, 국·외내 도서관과 자료 교환, 전시 

     ㅇ 터키 내 출간된 도서 및 해외 터키어 출간도서 수집 및 외국어 

도서와 해외 출간 자료 구입·기증·교환

     ㅇ 오토만제국 및 중앙·동 아나톨리아 시대 희귀장서 보유

     ㅇ 서비스 대상 : 18세 이상의 대학교수, 대학 및 대학원생, 의회 의

원, 정부공무원, 군인, 퇴직자, 시각장애인, 연구자 등으로 제한

     ㅇ 대규모 디지털 자료 보유: 시청각자료 31종 보유. 오토만제국 시대 

희귀본 및 고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 자원봉사를 통해 오디오북 녹

음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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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Anatolian Civilizations Museum)

   가. 조직 현황

    ㅇ 소속 : 문화부 

    ㅇ 장소 : Gözcü Street No:2 06240 Ulus, 앙카라

    ㅇ 연혁 

       - 터키 공화국의 창설자 케말 아타투르크(Kemal Ataturk, 1881~1938)의 

제창으로 1921년 설립

       - 1997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럽박물관 포럼(EMF)에서‘올해의 박물관’으로 선정

   나. 운영현황

     ㅇ 방문자 수 : 450,000여명(2016년 총 방문자)

   다. 주요 소장품

     ㅇ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에서부

터 비잔틴 시대까지의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

     ㅇ 히타이트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하며, 히타이트 석상, 청동 디스크, 

숫사슴과 소 형상, 태양의 원판 등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

타이트족 유물 전시

     ㅇ 보아즈쾨이의 히타이트 설형문자 명판(The Hittite Cuneiform Tablets from Bogazkoy) 

        - 세계기록유산 등재(2001)

        - 고대의 하투사스(Hattusas,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였던 보아즈쾨이

(Bogazkoy, boğazköy)에서 출토된 설형문자 점토판 기록물 

        - 기원전 2000년경 중동지방에서 가장 강성한 정치 세력 중 하나

였던 히타이트(Hittite) 문명에 관한 유일한 현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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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앙카라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가. 앙카라대학 현황  (Ankara University) 

     ㅇ 연혁 : 1946년 터키 공화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종합대학

     ㅇ 장소 : Emniyet, AÜ Tandoğan Kampüsü, 06560 Yenimahalle / 앙카라

     ㅇ 인원 : 교직원 1,639명 / 학생 : 42,830명

     ㅇ 학부 : 의학부, 치의학부, 보건교육학부, 수의학부, 정치학부, 법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육학부, 언어역사지

리학부, 신학부, 농학부 등 14개 학부

   나. 한국어 문학과(Sub-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ㅇ 목적 :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사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관련 

연구 및 취업 지원

     ㅇ 연혁 : 1989년 설립, 언어역사지리학부 소속

     ㅇ 학장 : Prof. Dr. M. Ertan GOKMEN

     ㅇ 교수진/학생 : 7명 / 158명

※ 터키 내 한국 관련 학과 개설 대학은 3군데이며, 이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짐

     ㅇ 학위과정

과정 학생수 주요수업 비고

학사과정(BA) 148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역사, 외
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번역

석사(MA) 4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음운론, 한국의 문
화 교육, 연구 방법론

박사(PH) 6
한국어 대조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기반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법론,한국 역사, 세미나, 한국
어 교육의 4가지 기능, 한국어 교수법

   다. 한국관련 장서현황

      

합계
(책/점)

단행본
(Monographs)

연속간행물
(Serials)

비도서
(Non-Book)

2,439 2,134 105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