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어교육전공              (英 文 : Major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 교육목표
(1) 중국어 교육의 실용화를 제고하여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 능
력과 창의적 능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육성한다.
(2) 중국어의 자유로운 표현 및 독해 능력을 배양하고 중국문화를 통한 인의예지 정신을 함양
하여 중국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3) 중국어 교육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중국어 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학점 교 육 부 고 시
기본이수과목

전공선수

12602001 중국기초어법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Grammar 2

12602004 현대중국의이해
Introduction of Modern China 2

12602005 20C현대중국문학
20C Modern Chinese Literature 2



교과교육학

12603002
실용중국어교육연구
Seminar on Practical Chinese 
Education

2

12603005 중국어발음교육연구
Seminar on Chinese Pronunciation 2

12603008 중국어교육론
Theory of Chinese Education 2 중국어교육론

12603009
멀티미디어중급중국어교육
Multimedia in Intermediate Chinese
Teaching

2

12603012 고급중국어교수법
Teaching Methods for Advanced Chinese 2

12603014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Chinese

2 교과교육영역

12603015 중국어논리및논술
Chinese Logic and Writing 2 교과교육영역

12603018
중국어교육실태조사연구
Seminar on Actual State of Chinese 
Education

2

12603019
중국어권문화
Culture Education in Chinese 
Language

2 중국어권문화

12603020
중국문학개론
The Theroy of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2 중국문학개론

12603021 중국어교과교육론
Chinese Education of Subject-matters 2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학

12604002
중국어작문교육연구
Seminar on Chinese Writing 
Education

2

12604003 현대중국어문장론
Syntax of Modern Chinese 2

12604009 중국시가특강
Topics in Chinese Poetry 2

12604013 중국관용어연구
Study of Chinese Idioms 2

12604022 한문강독
Readings in Sino-Korean 2 한문강독

12604023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2 중국어회화

12604024 중국어작문
Chinese Composition 2 중국어작문

12604027 중국어강독
Chinese Reading 2 중국어강독

12604028 중국어문법
Topics in Chinese Grammar 2 중국어문법

12604029 중국어학개론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2 중국어학개론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중국어 중국어교육, 중어중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
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
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
독, 중국어권문화



 ❚ 교과목 해설
 
l 중국기초어법개론(Introduction to Chinese Grammar)

중국어 어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어 어법을 효과적으로 가
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l 현대중국의이해(Introduction of Modern China)

이 과목을 통하여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지닐 수 있으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닌 체험적이고 사회생활에 유용한 살아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수집, 정리, 분석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한다.

l 20C현대중국문학(20C Modern Chinese Litera ture)

20C중국 현대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표적 작가와 분석을 통해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
를 심화하고, 중국 근・현대사 상황을 개관하여 이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한다.

l 실용중국어교육연구(Seminar on Practica l Chinese Education)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일상 생활용어를 정리하고 서
간문의 형식을 빌어 응용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그들의 생활 습관과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비교해 본다.

l 중국어발음교육연구(Seminar on Chinese Pronuncia tion)

중국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발음을 숙지하게 하는가에 목
표를 두고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연구한다.

l 중국어교육론(Theory of Chinese Education)

중국어의 교육과정을 초급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의 발전 과정으로 나누어 연구 분석하고, 
약 2년간 교육에 합당하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본다.

l 멀티미디어중급중국어교육(Multimedia in Intermediate Chinese Teaching)

변화한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중국어 교
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 고급중국어교수법(Teaching Methods for Advanced Chinese)

다년간 학습한 중국어의 수준 높은 구사와 자유로운 사용을 목표로 하며, 중국인과 대화 시
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스로 극복하고자 한다.



l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Teaching Materia l and Methods of Chinese)

중국어 교과교재를 비교・분석하여 교과내용의 효과적인 구성방법을 탐구하고, 시청각 자료 
및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l 중국어논리및논술(Chinese Logic and Writing)

글쓰기의 사례검토와 실습을 통해 논리력을 갖춘 글쓰기를 연습해보고 또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l 중국어교육실태조사연구(Seminar on Actua l Sta te of Chinese Education)

현재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상황을 연구하여 앞으로의 교육 지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현장조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으므로 설문 형식을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

l 중국어권문화(Culture Education in Chinese Language)

깊이 있는 외국어 교육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 감정, 생활양식 등을 포괄하는 문화 전반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어를 효
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한다.

l 중국문학개론(The Theroy of Chinese Litera ture Education)

중국의 문학작품들을 읽고 분석하면서 당시 작가들의 문학 사상을 이해함과 동시에 독해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l 중국어교과교육론Chinese Education of Subject- matters)

중국어의 교육과정을 초급과정에서 고급과정까지의 발전과정으로 나누어 연구분석하고, 약 
2년간 교육에 합당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본다.

l 중국어작문교육연구(Seminar on Chinese Writing Education)

현대 중국어를 작문하는데 필수적인 어법을 습득하고, 각 상황별로 나누어 연습하고 실제 
응용력을 배양한다.

l 현대중국어문장론(Syntax of Modern Chinese)

현대중국어 문장의 구조를 익히기 위하여 문장구조 성분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장상호간의 
독립성과 그 지위 혹은 종속성을 연구한다.

l 중국시가특강(Topics in Chinese Poetry)

중국 문학의 진수인 시가를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을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l 중국관용어연구(Study of Chinese Idioms)

중국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관용어구를 여러 어휘를 사용하여 앞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l 한문강독(Readings in Sino- Korean)

동양사상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요 문학사상, 철학 및 윤리도덕 생활의 전범으로 읽혔던 사
서를 학습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한문학 독해의 기초를 기른다.

l 중국어회화(Chinese Conversation)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중국어의 역할을 인식하고 중국인 교수와의 회화를 통해 실제 상황
에서 중국어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장차 
진로에 회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l 중국어작문(Chinese Composition)

중국어 작문에 있어 필수적인 어법의 습득과 이를 이용하여 실제 작문에의 응용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l 중국어강독(Chinese Reading)

읽기는 언어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본 강의에서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수
준 높은 중국어 문장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읽는 훈련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독해법을 학생
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l 중국어문법(Topics in Chinese Grammar)

중국어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중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나아가 학위논문 작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l 중국어학개론(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어학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배워 활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