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중국학과 한국한자연구소 한자문명연구사업단

교육/연구 인프라

석·박사과정 모집안내

▶ 한국한자연구소(http://hanja.asia)

▶ 모집안내

한국 최초의 한자전문연구소
한국연구재단 2018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선정기관
- 7년간 84억 지원(2018~2025년)
한자학 연구의 세계적 거점

▶ 한자학 국제동계캠프
다양한 세계 석학들로 구성된 강사진
세계 각지의 학문후속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신개념 심포지움
학습결과 논문발표

▶ 세계한자학회(http://www.waccs.info)
The World Asso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Studies
한자학 연구의 세계적 핵심학회
2018년 현재 총 6회에 걸쳐 매년 세계 각국 순회 개최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등

▶《한자연구》(http://journal.hanja.asia)
KCI 등재학술지
영어 및 중국어 논문 발간
2009년 창간, 년 3회 발행

▶ 한자 인문학 강좌 및 동아시아 한자문명로드 답사
다양한 한자학 석학강좌, 시민강좌 개설
매년 2회 동아시아 한자문명로드 답사

매년 5월, 11월 원서접수
경성대학교대학원(http://cms1.ks.ac.kr/graduate) 참조

국제한자교육학과
3개국 복수학위
國際漢字敎育學科
三國雙學位

▶ 지원자격
학사 이상
(내국인) 중국어 HSK 5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우대

▶ 입학상담
한국한자연구소
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대연동)
경성대학교 12호관(멀티미디어관) 304호
TEL. 051) 663-4279
홈페이지 http://hanja.asia

한자

국제

교육

중국학과/국제한자교육학과
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대연동)
경성대학교 12호관(멀티미디어관) 323호
TEL. 051) 663-4265
홈페이지 https://cms2.ks.ac.kr/china

융합

산업화

국제한자교육학
國際漢字敎育學
INTERNATIONAL
CHINESE CHARACTER
EDUCATION
▶ 국내 최초의 한-중-일 3개국 복수학위
▶ 동아시아 이해의 기본적인 도구이자
중요한 문화자산인 한자의 종합적 교육
▶ 국제적, 미래적 시야를 갖춘 체계적 교육 능력과
응용 연구 산업화 능력 배양
▶ 초학문적 초융합적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학술 및 사회 발전에 기여

2+1+1시스템

개설교과목(대표)

▶ 설치 과정: 석사/박사

▶ 기초

▶ 3개국 복수학위 2+1+1 시스템(선택가능)
한국 경성대학교 + 중국 華東師範大學 + 일본 立命館大學
(진행중)
본교에서 2학기, 타교에서 각 1학기
연수국의 등록금 면제, 기숙사 제공

▶ 중국어 중심 운영

교육목표
| 전문성 |
국제교육학 관련 전공의 학술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문학술 탐구 능력과 교수능력을 함양

| 국제화 |

모든 강의 중국어 진행, 학위논문 중국어로 작성
학위논문 심사: 3개국 공동 심사

▶ 졸업요건
박사: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KCI 논문 게재 2편
석사: KCI 논문 게재 1편
공통: CAPSTONE DESIGN 학습결과 발표 1회
(한자학 동계국제캠프와 연계)

3개국 복수학위에 걸맞는 특화된 운용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갖춘 한자교육 전문가 양성

국제한자교육학원론
한자학개론
한자학사
한자어원론

▶ 한자교육학
한자교육사
한자교육교재사
한자교재편찬론
아동한자교육론

▶ 산업화
한자DB처리와 도상화 실습
한자산업화연구
한자와 인공지능
동아시아 한자로드와 문화상품화연구

중국 華東師範大學, 일본 立命館大學(진행중)에서 각 1학기 이수,
중국어로 학위논문 작성, 3개국 공동심사

| 실용성 |
한자기반의 중국어 교육, 한자의 산업화와 같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실용적 능력을 함양

졸업 후 진로

| 정보화 |
한자와 뇌과학, 한자와 인공지능, 한자와 ICT의 연계 연구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 지역성 |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전문능력을 함양

▶ 한자 또는 한자 기반 중국어 교육 전문가/교사: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교, 사회교육기관 등
▶ 전 세계 공자아카데미와 공자학당의 중국어 교사
: 2017년 기준 전 세계 146개 국가(지구)에 공자아카데미 525개소, 공자학당 1,113개소 운영 중

▶ 각 대학 관련 학과의 강사/교수/연구원: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관련 학과
▶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중국어, 일본어, 한자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