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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번역전공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한중/ 중한 번역 훈련을 통한 전문 번역가 양성

Train professional translators through Korean Chinese and Chinese Korean 

translation training

▶ 명저 번역 훈련을 통한 한중 양국 문화의 정수 습득

Get the essence of Korean and Chinese culture through the translation 

training of famous works

▶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위한 기본 실력 양성

Cultivate the translation ability that can be promoted to the doctoral 

program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과정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한중번역 Korean Chinese Translation

중한번역 Chinese Korean Translation

연구분야
한중번역 Korean Chinese Translation

중한번역 Chinese Korean Translation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김 원 문학박사 中國古典散文

교수 이태준 문학박사 中國現代文學

부교수 이지원 문학박사 中國言語學

조교수 신수영 문학박사 中國言語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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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

1) 입 학

본 학과에서는 본교의 입학 규정에 따라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한다.

2) 지도교수

(1)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 2차 학기 초에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

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당 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연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개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석사과정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최저 24학점과 논문지도 6학점을 포

함하여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

타전공이나 유사전공 학과를 졸업하고 동양어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동양어문

학과에서 지정한 다음의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12학점 이내

로 변경)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선수 중국현당대문학의이해 3

선수 중국명저탐구 3

5) 종합시험 과목

(1) 석사과정에 개설된 과목에서 수강한 과목 중 2과목 선택.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1) 논문지도는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학기에 추가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논문지도신청서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

승인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 및 개요 각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7)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책임 하

에 학위논문 제출 1학기 전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도교수의 책

임 하에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발표를 해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2180 中國語飜譯入門 (Introduction to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번역에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여러 전문분야별 주제지식과

용어를 학습한다.

Learn the theories needed for translation, broaden the knowledge in various

fields, and learn the subject knowledge and terms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02181 中國語飜譯特講 (Topics in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中國語飜譯入門에서 다룬 이론을 토대로 飜譯의 특징을 이해시킨다.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를 번역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based on the theory in Introduction to Chinese

Translation. Students express their opinions by sorting out the contents of each topic and

carry out transl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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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2 中國語初級飜譯練習 (Practicum in Basic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비교적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번역을 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 초보적인 中國語 문장의 飜譯을 훈련한다.

Train the translation of primary Chinese sentences by using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ology of translation with relatively simple and basic contents.

02183 中國語中級飜譯練習 (Practicum in Intermediate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중급 수준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中國語 문장 飜譯 훈련을 진행한다.

Use intermediate level texts for Chinese translation training.

02184 中國語初級飜譯特講 (Topics in Basic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특정 주제의 비교적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번역을 하기 위한 기본

적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혀 초보적인 中國語 문장의 번역을 훈련한다.

Using texts with simple and basic contents on specific topics, learn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s of practical translation, and train the translation of

primary Chinese sentences.

02185 中國語中級飜譯特講 (Topics in Intermediate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중한번역을 함에 있어, 각 상황별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며, 또

한 문장 구조가 다른 두 언어 간의 번역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기법을 연구한다.

In Chinese Korean translation, cultivate the ability to convey meaning more

accurately in each case, and study a variety of expression techniques required for

translation between two languages with different sentence structures.

02186 中國語高級飜譯練習 (Practicum in Advanced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번역 능력 강화 훈련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연습을 하여 文學作品이나 演說文․

會議資料 등의 번역을 연습한다.

Strengthen the training of Chinese and Korean translation ability. To this end,

through literary works or speeches, conference materials, etc., focus on the

practice of a variety of topics.

02187 中國語高級飜譯特講 (Topics in Advanced Translation : Korean ↔ Chinese)

사전 조사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주제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황별 專門的 번역능

력을 훈련한다.

Based on the subject knowledge gained from the prior investigation, we can train

professional translation ability.



02175 虛詞硏究 (Studies on Chinese Particles)

中國語 文法理論을 기초로 하여 中國語의 虛詞에 관한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Based on Chinese grammar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the study of Chinese

function words.

02177 中國現代語法硏究 (Studies on Modern Chinese Grammar)

現代 中國語의 문법 체계를 정리하여 단어와 문장의 구성방법 및 유형 등을 분석 연구한다.

Sort out the grammar system of contemporary Chinese, analyze and study the
composition methods and types of words and sentences.

02190 미디어飜譯練習 (Practicum in Translation for the Media : Korean ↔ Chinese)

中國語로 음향처리가 된 각종 영상매체에 대해 한국어로 자막 또는 더빙용 텍스트를 만드는 능

력을 함양한다.

Practice making Korean subtitles or dubbing text for various video works made

with Chinese sound.

02191 미디어飜譯特講 (Topics in Translation for the Media : Korean ↔ Chinese)

中國語의 각종 미디어에 대해 상황별 飜譯을 훈련한다. 특히 미디어번역은 글자수가 성패를 좌

우하는 데다 거의 대부분 대중용이기 때문에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극

복하는 훈련을 한다.

Use various Chinese media for translation practic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words in media translation is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ranslation, and

there are restrictions on simple expression suitable for the public. Therefore,

training is necessary to overcome this problem.

02192 文學飜譯練習 (Practicum in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 Korean ↔ Chinese)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韓國語 文學作品을 中國語로 옮기고 中國語 文學作品을 韓國語로 옮기

는 연습을 하여 飜譯 능력을 배양한다.

Practice translating Korean literary works into Chinese and Chinese literary

works into Korean to cultivate translation ability.

02193 文學飜譯特講 (Topics in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 Korean ↔ Chinese)

학생이 일단 번역본 초고를 만든 후 교수 및 학생들과의 토의과정을 통해 수정․개선함으로써

文學作品의 장르별․시대별․작가별 특성에 맞게 번역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After the students made the first draft of the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the

professor and students revised and improved it through a process of joint

discussion. So a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translate literary work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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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genre, times and writers.

02194 特殊飜譯練習 (Practicum in Translation for Specialized Areas : Korean ↔ Chinese)

法律․科學技術․政治․經濟 등 특수분야에서 사용되는 語彙․表現 등을 연구하여 中國語 텍스

트를 정확하게 飜譯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languages used in special fields such as Law,

Science and Technology Catalogue, Politics and Economy,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correctly translate Chinese texts.

02195 特殊飜譯特講 (Topics in Translation for Specialized Areas : Korean ↔ Chinese)

法律․科學技術․政治․經濟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語彙, 表現, 文章構成方式 등을 집중적

으로 다뤄 이들 분야에서 쓰이는 글에 익숙해지고 나아가 이들 분야의 한국어 텍스트를 정확하

고 매끄러운 중국어로 바꾸는 능력을 함양한다.

Focus on practicing the languag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Law, Science and

Technology, Politics and Economy, so as to make students familiar with the

articles in these fields. Then cultivate the ability to convert Korean texts in these

fields into correct Chinese.

02196 專門用語 (Terminology)

法律․政治․經濟․科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用語와 그 槪念을 익히고 특히 이러

한 개념들이 실제 통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알아본다.

This course studies the terms commonly used in many fields such as Law and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nd discusses how to use these

concepts in the actual translation scene.

6. 학과 발전 계획 
 

본 한중번역 전공에는 한중/ 중한 번역 관련 교과목들이 입문과정부터 고급과
정까지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역 실무에 종사하는데 있
어 기초적인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초·중·고급 번역관련 과목 및 번역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미디어번역연습 및 문학번역연습, 그리고 전문적인 
번역 역량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용어, 특수번역연습, 특수번역특강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향후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과목 
명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각 통번역대학원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7. 학과소개

번역은 두 개 이상의 언어문화권 간 학술, 문화 및 정보 교류 활동을 매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본 학과의 목표는 여러 분야에 관련
된 한중 및 중한 번역의 훈련을 통하여, 한중 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Translation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means to spread 
academic, cultural and information exchange activities between more 
than two language and cultural circles. The goal of this major is to 
train excellent professional translators who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various Korean 
Chinese translation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