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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문대학교 중국어언어원 (CUHK-CLC) 표준중국어 과정 과목소개   (Update: June 2007) 
 

  
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1. PTH1113 

 
어휘와 문법 활용 I 
 

 
기본 상용 어휘와 핵심 문법을 익히는 기초과정으로, 

일상생활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의 학습과 적절한 

활용에 중점을 둠. 
 

2. PTH1123 회화연습 I 
 

기본 어휘와 핵심 문법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회화 

연습을 통해 유창한 언어구사를 가능케 하는 기초 

과정으로, 쇼핑, 가족 소개, 길 묻기 등을 주제로 한 상황 

연습을 진행.  
 

3. PTH1133 문맥을 통한 대화연습 I 
 

다양한 수행활동 및 작문 연습을 통해 기본 어휘와 핵심 

문법을 익히는 기초과정으로, 쇼핑, 가족소개, 길 묻기 

등을 주제로 한 상황 설정 연습을 진행.  
 

4. PTH1143 듣기와 독해 I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쇼핑, 가족 소개, 길 

묻기 등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한 연습이 

이루어 짐. 
 

이수증명서 단계 
(Level 1) 
 

표준중국어 초보자를 위한 집중

과정으로, 말하기와 듣기 

훈련을 통한 중국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학생들은 

약 400 자 한자와 800 여 

어휘를 익히고 작문 연습을 

포함한 학습과제 수행을 통해 

말하기 실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5. PTH1153 기초 발표토론과 생활회화 I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기초과정으로, 그림묘사, 주제관련 말하기 및 

간단한 발표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해당 IAS 과정 
 
IAS1110 (15 Cr.) 
=PTH1113 + 
PTH1123 + 
PTH1133 + 
PTH1143 + 
PTH1153 

 
IAS1120 (12 Cr.) 
=PTH1113 + 

PTH1123 + 
PTH1133 + 
PTH1153  

 
IAS1140 (6 Cr.) 
=1st half of PTH1113 + 

PTH1123 + 
PTH1133 + 
PTH1153  

 
IAS1140 (6 Cr.) 
=2nd half of PTH1113 + 

PTH1123 + 
PTH1133 + 
PTH1153 

 
IAS1170 (3 Cr.) 
=1st quarter of PTH1113+ 

PTH1123+ 
PTH1133+ 
PTH1153 

 
IAS1170 (3 Cr.) 
=2nd quarter of PTH1113+ 

PTH1123+ 
PTH1133+ 
PTH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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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1. PTH2213 

 
어휘와 문법 활용 II 
 

 
더 많은 새로운 어휘와 핵심 문법을 익히는 중급 과정으로, 

일상생활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의 학습과 적절한 

활용에 중점을 둠.. 
 

2. PTH2223 회화연습 II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상황설정 연습을 통해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중급 과정으로, 공항가기, 결혼식 참석, 영화 

관람, 여행계획 짜기, 취미 등을 주제로 한 연습이 진행 됨. 
 

3. PTH2233 문맥을 통한 대화연습 II 
 

다양한 수행활동 및 작문 연습을 통해 새로운 어휘와 핵심 

문법의 적절한 활용을 익히는 중급과정.  
 

4. PTH2243 듣기와 독해 II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중급과정으로, 공항가기, 결혼식 

참석, 영화관람, 여행계획 짜기, 취미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통한 연습이 이루어 짐. 
 

이수증명서 단계 
(Level 2) 
 

표준중국어 1 단계를 마쳤거나 

해당 언어능력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핵심 

문장구조 학습을 통해 말하기와

듣기를 집중 훈련하는 과정. 

학생들은 새로이 한자 300 자를

익히고 이를 활용한 기본적인 

어휘 활용과 더불어 작문 

연습을 포함한 학습과제 수행을

통해 말하기 실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5. PTH2253 기초 발표토론과 생활회화 II 
 

새로이 학습한 어휘와 문법의 종합적인 활용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는 중급과정. 

IAS2110 (15 Cr.) 
=PTH2213 + 
PTH2223 + 
PTH2233 + 
PTH2243 + 
PTH2253 

 
IAS2120 (12 Cr.) 
=PTH2213 + 
PTH2223 + 
PTH2233 + 
PTH2253  

 
IAS2140 (6 Cr.) 
=1st half of PTH2213 + 

PTH2223 + 
PTH2233 + 
PTH2253  

 
IAS2141 (6 Cr.) 
=2nd half of PTH2213 + 

PTH2223 + 
PTH2233 +  
PTH2253  

 
IAS2170 (3 Cr.) 
=1st quarter of PTH2213+ 
            PTH2223+ 

PTH2233+ 
PTH2253  

 
IAS2170 (3 Cr.) 
=2nd quarter of PTH2213+ 

PTH2223+ 
PTH2233+ 
PTH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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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1. PTH3313 어휘와 문법 활용 III 새로이 습득한 단어와 핵심 문법의 적절한 활용을 목표로 

하는 중상급 과정으로, 컴퓨터 구매하기, 병원에서 진찰 

받기, 집 구하기, 이사하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습이 이루어짐.  
 

2. PTH3323 회화연습 III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상황설정 연습을 통해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중상급 과정으로, 컴퓨터 구매하기, 병원에서 

진찰 받기, 집 구하기, 이사하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습이 이루어짐.  
 

3. PTH3333 문맥을 통한 대화연습 III 
 

다양한 수행활동 및 작문 연습을 통해 새로운 어휘와 핵심 

문법의 적절한 활용을 익히는 중상급 과정으로, 컴퓨터 

구매하기, 병원에서 진찰 받기, 집 구하기, 이사하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습이 이루어짐.  
 

4. PTH3343 듣기와 독해 III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중상급 과정으로, 컴퓨터 구매하기, 

병원에서 진찰 받기, 집 구하기, 이사하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습이 이루어짐. 
 

학위증 단계 
(Level 3) 
 
표준중국어 2 단계를 마쳤거나 

해당 언어능력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과정. 중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관련한 읽기 연습 및 

토론을 통해 회화 능력 

향상을 도모함. 학생들은 

새로운 200 여 한자를 기초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어휘의 

습득과 작문 연습을 포함한 

학습과제 수행을 통해 말하기 

실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5. PTH3353 기초 발표토론과 생활회화 III 
 
 

새로이 학습한 어휘와 문법의 종합적인 활용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는 중상급 과정. 

IAS3222 (15 Cr.) 
=PTH3313 + 
PTH3323 + 
PTH3333 + 
PTH3343 + 
PTH3353 

 
IAS3221 (12 Cr.) 
=PTH3313 + 
PTH3323 + 
PTH3333 + 
PTH3353 

 
IAS3100 (6 Cr.) 
=1st half of PTH3313 + 

PTH3323 + 
PTH3333 + 
PTH3353 

 
IAS3101 (6 Cr.) 
=2nd half of PTH3313 + 

PTH3323 + 
PTH3333 + 
PTH3353  

 
IAS3000 (3 Cr.) 
=1st quarter of PTH3313+ 

PTH3323+ 
PTH3333+ 
PTH3353  

 
 

 PTH 3363 중국현지 언어문화실습 과정 

(중급수준) 

PRINCH (Pragmatic Internship in China)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연습해 봄으로써 실질적 언어구사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학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적극 추천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주일 간 진행되며 매일 7 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및 
실습활동으로 구성.매일 주제별 실습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 정부기관과 정책, 현대생활과 민속문화 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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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PTH4413 
 

신문읽기와 발표토론 I 
 

신문기사를 읽고 관련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기간행물 독해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영역의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고급 과정. 
 

= IAS4260 

PTH4423 작문과 발표 I 
 

작문 연습을 통해 표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고급과정으로, 

동일한 단계의 기타 과정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연습이 진행 됨.  
 

= IAS4265 

PTH4433 
 

고급 주제대화 I 의류, 음식, 직장, 휴가, 의료, 결혼, 인터넷, 생활방식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관한 대화 연습을 통해 언어 구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급과정.  
 

= IAS4272 

PTH4443 
 

* 상업중국어 회화 I 경제금융 상업분야와 관련한 전문용어와 대화기술을 익히는 고급과

주로 홍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학습함.  
 

= IAS4267 

PTH4453 
 

* 회화와 문화 I 중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엄선된 학습자료 읽기와 대화 연습을 

통해 독해와 말하기 실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고급과정. 

= IAS4263# 

PTH4463 
 

* 특별 주제 I  
 

학생의 직업 영역에 따라 특정 분야에 관한 어휘 학습과 회화 

연습이 진행되는 고급과정.  
 

= IAS4263# 

고급학위증 단계 
(Level 4) 
 
학습자의 능력 정도 및 

성취도 지향 접근법 기초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고급 과정으로, 회화 

연습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과 

고급 대화에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수행. 

 

 

PTH4473 
 

* TV 광고 I 광고 등의 중국어 방송 프로그램 시청 및 토론을 통해, 

언어구사력 강화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고급과정. 

= IAS4263# 

 PTH 4713  중국현지 언어문화실습 과정 

（고급 수준） 

 PRINCH (Pragmatic Internship in China)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연습해 봄으로써 실질적 언어구사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학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적극 추천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주일 간 진행되며 매일 7 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및 
실습활동으로 구성.매일 주제별 실습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 정부기관과 정책, 현대생활과 민속문화 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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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PTH4513 
 

신문읽기와 발표토론 II 
 

PTH441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등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언론매체의 이해력을 넓히는 과정.  
 

= IAS4270 

PTH4523 작문과 발표 II PTH442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작문 연습과 발표를 통해 표현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동일한 단계의 기타 과정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연습이 진행 됨.  
 

= IAS4266# 

PTH4533 
 

고급 주제대화 II PTH443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음식, 패션, 테러리즘, 세계화 등의 

사회시사와 시대유행에 밀접한 주제에 관한 대화 연습을 통해 언어 구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정. 
 

= IAS4273# 

PTH4543 
 

* 상업중국어 회화 II PTH444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신문기사를 포함한 관련 자료 학습을 
바탕으로 경제금융 상업분야와 관련한 전문 용어와 대화기술을 익히는 과정. 
 

= IAS4268# 

PTH4553 
 

* 회화와 문화 II PTH445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중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엄선된 학습자료 

읽기와 대화 연습을 통해 독해와 말하기 실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정.  
 

= IAS4269# 

PTH4563 
 

* 특별 주제 II  학생들의 각기 다른 직업 영역별 요구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맞춤 과정으로, 사업가, 은행가, 금융가, 교육가, 종교가,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표준중국어를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함.  
 

= IAS4264# 

PTH4573 
 

* TV 광고 II 
 

PTH447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시청 및 토론을 통해, 

표준중국어의 폭넓은 이해를 도와주는 과정.  
 

= IAS4264# 

PTH4583 * 중국 문학 
 

각종 산문과 시 등 엄선된 문학작품의 해석과 토론을 통해 독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고급 과정.  
 

= IAS4261 

PTH4593 
 

* 소설과 영화 I 중국 소설과 영화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말하기 듣기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고급과정. 
= IAS4262 

고급학위증 단계 
(Level 5) 
 
전문가 단계를 위한 고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능력 정도 

및 성취도 지향 접근법에 

기초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화 

연습뿐만 아니라 주제대화 및 

영역별 전문 회화 훈련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수행. 

 

PTH 4713  중국현지 언어문화 
실습 과정（고급 수준） 
 PRINCH (Pragmatic 
Internship in China)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연습해 봄으로써 실질적 언어구사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학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적극 추천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주일 간 진행되며 매일 7 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및 
실습활동으로 구성.매일 주제별 실습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 
정부기관과 정책, 현대생활과 민속문화 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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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 번호 명칭 학습 내용 비고 

PTH4613 신문읽기와 발표토론 III 
 

PTH451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각종 간행물 읽기,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 

시청을 통해 시사문제에 관한 토론에 자신감을 갖게 해 줌.  
 

= IAS4271 

PTH4623 작문과 발표 III 
 

PTH452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작문연습과 말하기를 통해 언어구사력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동일한 단계의 기타 과정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연습이 진행 됨.   
 

= IAS4266# 

PTH4633 
 

고급 주제대화 III PTH453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회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IAS4273# 

PTH4643 
 

* 상업중국어 회화 III 
 

PTH454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경제금융 상업분야와 관련한 전문 용어와 

대화기술을 익히는 과정. 
=IAS4268# 

PTH4653 
 

* 회화와 문화 III PTH455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사회문화 시사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언어구사력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과정. 
 

=IAS4269# 

PTH4663 * 특별 주제 III  
 

PTH4563 와 비슷한 과정으로, 특히 주요 언어능력시험 (HSK, COPA& 
PSC) 대비 또한 가능함.   
 

=IAS4264# 

PTH4673 
 

* TV 광고 III 
 

PTH457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각종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중국 

문화의 심도 깊은 이해를 도와 줌. 
 

=IAS4264# 

PTH4683 * 국제학생을 위한 고전 중국어 PTH458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고전 작품만을 다루며, 고전 중국어의 

주요 형식, 어휘, 문법에 관한 학습이 진행됨.  
 

= IAS4275 

PTH4693 * 소설과 영화 II PTH 4593 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현대 문학작품과 소설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 
 

=IAS4262 

고급학위증 단계 
(Level 6) 
 
학습자의 능력 정도 및 

성취도 지향 접근법 기초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단계로, 회화 

연습뿐만 아니라 주제대화 및 

영역별 전문 회화 훈련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수행. 

 

PTH 4713     중국현지 언어문화실습 
과정（고급 수준） 
    PRINCH (Pragmatic 
Internship in China)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연습해 봄으로써 실질적 언어구사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학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적극 추천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일주일 간 진행되며 매일 7 시간 
이상의 학습시간 및 실습활동으로 구성.매일 주제별 실습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 정부기관과 정책, 현대생활과 민속문화 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