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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Department of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원 국제화어문화학과 ） 

 본과 특징 Features  

 본과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과이며, 화어와 문화전공 학사학위 

과정을 수학 할 수 있는 학과이다. 

 세계 40 여개 국에서 온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본과는 다원화 된 학과로써 

국제 학생에게 최상의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체계적인 4 년간의 언어필수교육과정은 국제학생들의 고급화어를 이용한 

교제능력과  다문화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풍부한 언어응용실무수업들은 학생들이 나아가 업무상 필요한 언어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다. 
 

 커리큘럼 Curriculum 

 교과내용: 화어지식과기술, 생활문화와예술, 화어교육학, 인문학과 사회경제학 

등을 포괄한다. 

 1-2 학년 교과 과정: 듣기, 말하기, 독해, 쓰기 교육과 화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중화문화, 전통예술등. 

 3-4 학년 교과 과정: 문학, 역사학, 철학, 비즈니스 화어, 화어 교육학, 

고궁박물관 해설및 안내, 관광화어 등. 

 

 직업전망 Career Prospects 

 귀국 후 화어교사 임직 

 통, 번역 전문 인재 

 문화 또는 경제 교류 시행과 기획 담당 전문 인재 

 이중언어 관광안내와 문화해설 전문 인재 

 이중언어 인터뷰 진행과 출간물 편역 전문 인재 

 대외화어교육학, 국제한학(漢學), 경영학 또는 국제경영학 등 학술 영역으로의 

심화 연구  

 

 졸업요건 Requirements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128 학점이다. 

 이수기간은 3~4 년이며, 최대 6 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입학신청 Admissions 

 매년 50 명의 국제학생 모집 

 신청 기간 : 매년 8 월부터 11 월 중순 

상세한 내용은 http://ap.itc.ntnu.edu.tw/istudent/apply/ 를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중화민국 국적자가 아니며 

화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 

 입학 시기 : 매년 9 월  

 제출 서류는 모집 안내 책자에 기제된 내용을 따르며, 주요 심사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2 부 

2.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단 자필로 작성된 

중국어 자기소개서 건의) 

3. 중국어 어학 능력 증명서 (예시: TOCFL,HSK 등의 중국어자격증점수, 각 

언어중심성적증명서 , 중국어 학습 관련 상세한 서술 등 ) 

4. 1 분 중국어자기소개서 녹음파일 (녹음파일은 이하 메일주소로 체출요망: 

application_clc@ntnu.edu.tw ,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신청서류상의 신청번호로 

표기) 

 신청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및 입학 원서 등 관련 서류 자료 제출  

http://ap.itc.ntnu.edu.tw/istudent/apply/ 

 

 학비와 잡비 Estimated Tuition and Fees 

(매년 학비 표준은 본교에서 정식으로 공고되는 내용을 따른다. ) 

단위: NTD/학기 

 

 장학금  Scholarship 

본과 국제학생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상세설명 : https://goo.gl/GwEiPf 

 

 본과 웹페이지: http://www.tcsl.ntnu.edu.tw/ 

 전화번호 : (＋886-2)7749-5187；Email: clc@ntnu.edu.tw    

팩스 : (＋886-2)2341-9746；주소: 106台北市大安區和平東路一段 162號 

매학기 뉴타이완달러 NTD 미국 달러 USD 

학비와잡비 약 47,180～55,200 NTD 약 1,600~1,9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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