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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어문학자료의정보처리 Linguistic and Literary Computing

요  일 시  간

교과목표

어문학 자료를 전자 문서화 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가공하여 구조화하고, 보존된 자료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패턴 일치 및 계량적 정보 등 컴퓨터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참여 교수 및 

김병선 교수 단독 강의

강 의 방 식

주 강의일자 강의주제 강의방법 강의교수

1 2015/09/01 한국 어문학 자료 정보화 개관, 간략한 역사-문자코드(유니코드), -문서양식 강의, 실습

2 2015/09/08 자료의 입력과 확보 및 변환(아래한글)-자료 서식, -자료의 구조화, 정규화, 정상화 강의, 실습

3 2015/09/15 자료의 가공과 매크로의 활용(아래한글)-투명한 문서 작성, -기말과제 제안 강의, 실습

4 2015/09/22 계산표 처리(MS Excel)와 자료의 준비-자료 구조와 테이터 형식의 이해 강의, 실습

5 2015/10/05 자료의 검색과 응용-자료의 검색,고급 패턴 매치 응용 HGREP,SynKDP 강의, 실습

6 2015/10/06 자료의 유형과 응용프로그램 간 자료의 교환-동적, 정적 자료 교환 강의, 실습

7 2015/10/13 어문학 자료의 정보처리 관련 기관 답사-한글박물관 또는 국립국어원 현장학습

8 2015/10/20 자료의 정렬과 필터링-워드, 엑셀, 엑세스의 활용 방법 강의, 실습

9 2015/10/27 계산표 처리에서의 통계 처리-피벗 테이블 작성과 활용, 자료의 계산 강의, 실습

10 2015/11/03 데이터베이스(MS Access)의 자료 가공-테이블 생성과 관리 강의, 실습

11 2015/11/10 데이터베이스(MS Access)의 자료 처리-쿼리 작성과 운영, 통계 처리 강의, 실습

12 2015/11/17 정보 처리의 종합적 표현-표 작성, 그래프 그리기, 시각적 표현 강의, 실습

13 2015/11/24 자료와 정보의 분석과 어문학적 의미 파악-계량적 정보의 분석과 해석 강의, 실습

14 2015/12/01 자료 처리 결과의 발표 I 발표

15 2015/12/08 자료 처리 결과의 발표 II 발표

주요사용언어 국어강의 평가방법1 평가방법2 평가방법3 평가방법4 평가방법5

전자교탁사용여부 사용 0 0 0 0 0

빔프로젝터 사용여부 사용

과제물

- 개인별로 어문학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입력하고, 처리해야 함.
- 처리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해석해야 함.
- 자료의 개요와 선정 이유를 발표하고, 기말에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해야 함.

기타 안내사항

- 이 강의는 이론 습득과 아울러 실무적 훈련을 동시에 실시함. 따라서 개인별 컴퓨터(노트북) 지참할 것을 권장함.
- 　글, MS Excel, MS Access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준비해야 함.
- 기본적인 컴퓨터 문서 작성 능력(워드)과 인터넷 검색 및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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