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석사 프로그램에서 사전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럽의 수준 높은 사전학 석사 프로그램 (EMLex) 에 

지원해 보십시오. EMLex 는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이고 

유익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Erasmus Mundus) 와의 협력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국제 석학들 과의 

교류를 제공할 것이며 당신의 학문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MLex 의 졸업자들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사전학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관리 

 정보 시스템 

 통신산업 

 술어학 

 출판업 

 온라인 사전 

 언어교육 

 연구 

 번역 

 

 

프로그램의 목표 

 

 

EMLex 협력 석사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업을 

제공하며 

 

 국가 간에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연계된 사전학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높은 수준의 사전학 이론을 

수업합니다. 

 사전 제작에 필요한 이론의 실질적 적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석사 커리큘럼은 사전의 편집과 제작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획 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수준의 독일어와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모든 사전학과 연계된 

전문 분야 (전자 사전의 제작과 디자인에서부터 사전학 

관련 제품의 기술적 구현 등) 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전학의 분석적-이론적 

영역에서의 훈련이 제공되기에 졸업생은 학문적인 연구 

분야에서, 그리고 출판업계와 대학원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구성 

 

 

EMLex 는 4 학기 120 학점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전학과 사전 

연구를 비롯한 관련 중요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학기: 사전학과 언어학의 기본적인 모듈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수업합니다. 

두 번째 학기: 상급 모듈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시: 메타 

사전학, 사전학 역사, 학습자 사전학, 사전 활용, 전문화된 

사전학과 술어학, 컴퓨터 활용 사전학, 번역에서의 사전 

활용, 사전학과 어원학, 사전 디자인 및 제작) 

세 번째 학기: 특성화 모듈 수업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석사 논문 주제를 정하고 인턴십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 학기: 석사 논문을 준비합니다.   

 

 



 

협력 대학 

 

 가스파리 카로 리 개혁 대학교 (헝가리) 

 실롱스크 대학교 카토비체 캠퍼스 (폴란드) 

 로렌 대학교 (프랑스) 

 밍유 대학교 (포르투갈) 

 로마 트 레 대학교 (이탈리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학교 (스페인) 

 스텔렌보스 대학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휴 대학 

 

 힐데스하임 대학교 (독일) 

 만하임 언어 연구소 (독일) 

 텍사스 주립대 어스틴 (미국) 

 히우그란지두술 연방 대학교 (브라질) 

 이반 자카슈빌리 주립 대학교 (그루지아) 

 

 

 

 

 

 

 

 

 

지원 관련 

 

이 프로그램에 지원관련하여서는 각 대학이 다른 입학 

조건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EMLex 석사 과정은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에서도제공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 

www.emlex.phil.fau.eu/ 

www.emlex.phil.fau.de/ 

Erasmus Mundus： 

emlex-erasmusmundus@fau.de 

 

코디네이터： 

Prof. Dr. Stefan Schierholz 

 

저작권:   EMLex office   

본 정보 번역자： 조원국 (Cho Wong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