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어중문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학과목표

  우리의 이웃 국가이며 우리의 역사문화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고금 문학과 어학, 그리고 한중간 어문
학의 상호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장차 학계에 유망한 연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학식을 겸비한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켜 세계화에 부응하며 동시에 각자의 
인격 도야를 바탕으로 이 사회와 국제문화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내는데 있다. 

교수진현황

김 태 성 문학박사(臺灣東吳大), 중국어학, 중국어음운학
김 현 주 문학박사(國立臺灣師範大), 중국문학, 한중고대문헌비교
맹 주 억 문학박사(한국외대), 중국어학, 한중대조언어학
박 재 우 문학박사(國立臺灣大), 중국문학, 한중현대비교문학
박 흥 수 문학박사(國立臺灣師範大), 중국어학, 문자학
우 인 호 문학박사(고려대), 중국어학, 한중대조언어학
이 영 구 문학박사(연세대), 중국문학, 한중당대비교문학
임 대 근  문학박사(한국외대), 중국문학, 한중비교문화
최 재 영 문학박사(北京大), 중국어학, 근대중국어문법
김 종 호 문학박사(연세대), 중국어학, 현대중국어문법
나 민 구 문학박사(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중국수사학

학과내규

1. 중국어학전공과 중국문학전공으로 나눈다.
2. 학점 취득 규정

석사 과정은 24학점 중 전공 18학점, 부전공 6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박사 과정은 36학점 중 전공 27학점, 부전
공 9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문학전공자의 경우 어학이 부전공이며, 어학 전공자의 경우 문학이 부전공이 된다.

3. 석사 과정 재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논문 중간 발표회를 한다.
4. 박사과정 재학생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 최소 2편의 전공 관련 논문을 전문 학     술지 또는 이에 준하
는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5.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한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과목표

 <어학분야>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3704 D 갑골문연구 Studies of Jia Gu Wen
G03759 D 고대중국어문법연구 Classical Chinese Grammar
G03513 D 고문자학연구 Studies of Paleography
G03605 D 광운연구 Studies of Kuang-Yun
G03658 M 근대중국어연구 Studies in Early Modern Chinese
G03717 M 근대중국어음운연구 Studies of Early Modern Chinese Phonology
G03602 M 설문연구 Studies of Shuo-Wen
G03819 M 인지언어학 Cognitive Linguistics
G03769 M 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G03654 M 전통역음서연구 Studies in Traditional Chinese-Korean Translation Texts
G03655 M 전통중국어교재연구 Studies in Traditional Chinese Textbooks
G03606 D 중국고음연구 Studies of Archaic Chinese Sounds
G03601 M 중국문자학 Ancient Chinese Characters
G03613 M 중국문자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G03656 M 중국문화언어학 Studies in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G03646 M 중국방언학 Chinese Dialectology



G03657 M 중국사회언어학 Chinese Sociolinguistics
G03812 M 중국수사학 Chinese Rhetoric
G03661 M 중국어교육연구 Theory and Practics of Chinese Language Pedagogy
G03770 M 중국어교육방법론 Methodology of Chinese Language Pedagogy
G03504 M 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G03312 M 중국문법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Grammar
G03815 M 중국문헌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Chinese Philology Study
G03505 M 중국어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anguage
G03609 M 중국어어휘론 The Theory of Chinese Lexicon
G03763 M 중국어유형론 Chinese Typology
G03237 M 중국어음운학 Chinese Phonology
G03764 D 중국어음운학전제토론 Topics on the Chinese Phonology
G03653 M 중국어의미론 Chinese Semantics
G03612 M 중국어통사론 Chinese Syntax
G03135 M 중국어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G03814 M 중국어화용론 Chinese Pragmatics
G03664 M 중국언어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anguage
G03716 M 중국언어학특강 Topics in the Chinese Linguistics
G03659 M 중국운서연구 Studies in Chinese Phonetic Books
G03614 M 중국음운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Phonology
G03776 M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방법론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Pedagogy of Chinese
G03660 M 중국현대음운학전제토론 Special Topics in Modern Chinese Phonology
G03820 M 중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G03753 M 한국중국어교육사 Chinese Educational History in Korea
G03771 M 한중문법대조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 Chinese Grammar
G03713 M 한중문헌번역 Translation of Korean & Chinese Texts
G03652 M 한자문화학 Cultural Studies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s
G03772 M 한중번역방법론 Methodology of Translation of Korean & Chinese
G03773 M 한중대조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of Korean & Chinese
G03774 M 한중한자교류사 History of The Exchange of Korean & Chinese Characters
G03775 M 한중한자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 Chinese Characters
G03757 M 한자자형변천연구 Studies of Chinese Characters, its Origin & Evolution
G03795 M 한중실험음성학대조연구 Contrastive Phonetics of Korean and Chinese
G03762 M 한중언어대조연구 Relations of Korean & Chinese Linguistics
G03765 D 한중언어교류사 History of Linguistic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G03210 D 현대문법론세미나 Seminar in Modern Grammar
G03501 M 현대중국어문법 Modern Chinese Grammar
G03794 M 현대중국어실험음성학연구 Experimental Phonetics of Modern Chinese
G03663 M 현대한자학 Studies in Modern Chinese Writing Systems
G03615 D 훈고학사연구(연원유파) The History of Classical Chinese Semantics
G03607 M 훈고학연구 Studies of Classical Chinese Semantics

<문학분야>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03755 M 경극연구 Studies of Jing Ju
G03630 M 경학연구 Studies of Chinese Classics
G03756 M 고행건 연구 A Study on Gaoxingian
G03745 M 노신연구 Study on Luxun
G03743 M 논어연구 Study on Lunyu
G03727 M 당대문학사 Studies 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G03634 M 당대전기소설연구 Studies of Tang Chuan Qi Novel
G03632 M 당송산문연구 Studies of Tang Song Prose
G03621 M 당시연구 Studies of Tang Poetry
G03768 M 대만당대소설연구 Studies on Taiwan Contemporary Novel
G03620 M 돈황학연구 Studies of Dun Huang
G03633 M 명청산문연구 Studies of Ming-Qing Prose
G03510 M 명청소설연구 Studies of Ming-Qing Novel
G03638 M 명청희곡연구 Studies of Ming-Qing Drama
G03108 D 문학비평전서연구 Studies in Literary Criticism Special Works
G03810 M 비교문학론 Studies on Comparative Literature
G03811 M 비교문화론 Studies on Comparative Culture

G03818 M 사곡전제연구
Topics in Chinese Classic Lyrics - 'Ci' & Classical Arias -

'Sanqu' during Song & Yuan Dynasty



G03744 M 사기연구 Study on Shiji
G03203 M 산문전제특강 Topics in Chinse Classic Prose
G03629 M 선진산문연구 Studies of Xian Qin Prose
G03635 M 송대화본소설연구 Studies of Song Hua Ben Novel
G03627 M 송사연구 Studies of Song Ci
G03622 M 송시연구 Studies of Song Poetry
G03626 M 시경초사연구 Studies of Shiching and ChuTiu
G03623 M 악부시연구 Studies of Yue-Fu
G03511 M 원잡극연구 Studies of Yuan Za Ju
G03645 M 중국고전문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lassic Chinese Literature
G03767 M 중국고전소설사연구 Studies of Chinese Classic Novel
G03117 M 중국고전소설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Classic Novel
G03725 M 중국고전시가연구 Studies on Chinese Classical Poetry
G03816 M 중국근대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Early Modern Chinese Literature
G03514 M 중국당대문학사 Studies 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G03750 M 중국당대산문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Prose
G03751 M 중국당대소설사연구 History of Chinese Contemporary Novel
G03515 M 중국당대소설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Novel
G03749 M 중국당대시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Poetry
G03752 M 중국당대희곡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Drama
G03766 M 중국문학과 한국문학문체론 The Study of Chinese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G03639 M 중국문학비평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ry Criticism
G03567 M 중국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G03110 M 중국문학전제토론연구 Studies in Topics on Chinese Literature
G03777 M 중국문화전제특강 Topics on Chinese Culture
G03250 M 중국문화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Culture
G03628 M 중국사론연구 Studies of Chinese Ci
G03729 M 중국산문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Prose
G03730 M 중국소설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Novel
G03619 M 중국통속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Folk Literature
G03618 M 중국수사학연구 Studies of Chinese Rhetorics
G03728 M 중국시가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Poetry
G03311 M 중국시가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Classic Poetry
G03508 M 중국시론 Theories of Chinese Poetry
G03625 D 중국시화전제연구 Studies in Chinese Poetry Talks
G03617 M 중국학술사상사 History of Chinese Learning and Thought
G03735 M 중국현대문학비평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Lterary Criticism
G03512 M 중국현대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G03747 D 중국현대문학유파연구 Study on Chinese Modern Literary Schools
G03746 M 중국현대문학이론연구 Study on Chinese Modern Literature Criticism
G03741 M 중국현대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Modern Aesthetic
G03649 M 중국현대산문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Prose
G03643 M 중국현대산문연구 Studies of Modern Chinse Prose
G03650 M 중국현대소설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Novel
G03642 M 중국현대소설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Novel
G03738 D 중국현대소설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Modern Novel
G03731 M 중국현대시가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Poetry
G03641 M 중국현대시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Poetry
G03724 M 중국현대작가론 Study of Modern Chinese Authors
G03734 M 중국현대희곡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Drama
G03644 M 중국현대희곡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Drama
G03637 M 중국희곡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Drama
G03778 M 한중고전시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oetry of Korean & Chinese
G03804 M 한국대만문학교류사연구 Studies on History of Korean & Taiwan Literature Exchange
G03793 M 한국대만문학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Literature of Korean & Taiwan
G03806 M 한국대만소설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Novel of Korean & Taiwan
G03805 M 한국대만시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Poetry of Korean & Taiwan
G03807 M 한국대만작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Writers of Korean & Taiwan
G03509 M 한대산문연구 Studies of Han Prose



G03779 M 한중고대문화교류사연구
Studies on History of Ancient Korean & Chinese Cultural

Exchange
G03778 M 한중고대민간설화비교연구 Topic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G03780 M 한중고전문학교류사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rose of Korean & Chinese
G03781 M 한중고전문학비교전제특강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Novel of Korean & Chinese

G03797 M 한중고전산문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G03782 M 한중고전소설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Novel of Korean &

Chinese

G03803 M 한중당대문학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G03802 M 한중당대소설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Novel of Korean &

Chinese

G03801 M 한중당대시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Poetry of Korean &

Chinese
G03308 M 한중문학비교연구 Relations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G03783 M 한중문학작품번역연구 Literary Works of Studies on Translations of Korean & Chinese
G03784 M 한중문화비교론 Comparative Theory of Korean & Chinese Culture
G03792 M 한중사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i of Korean & Chinese

G03796 M 한중 시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oetry Talks of Korea &

Chinese

G03785 M 한중현대문학교류사연구
Studies on History of Modern Korean & Chinese Literature

Exchange
G03791 M 한중현대문학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G03786 M 한중현대문학비교전제특강 Topic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Modern Korean & Chinese

G03800 M 한중현대문학이론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Literary Theory of Korean &

Chinese

G03787 M 한중현대문화교류사연구
Studies on History of Modern Korean & Chinese Cultural

Exchange
G03799 M 한중현대산문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Prose of Korean & Chinese
G03788 M 한중현대소설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Novel of Korean & Chinese
G03789 M 한중현대작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Writers of Korean & Chinese
G03790 M 한중현대시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Poetry of Korean & Chinese
G03808 M 홍콩문학연구 Studies on Hongkong Literature
G30809 M 해외화문문학연구 Studies on Literatureof Chinese Overseas Literature

강의 교과목 내용

<어학분야>

갑골문연구 (Studies of Jia Gu Wen)
  은․상대 문자인 갑골문을 탐구하여 해독한다.
고대중국어문법연구 (Classical Chinese Grammar)
  고대 중국어에 통용되는 문법 체계를 정립하여 이를 연구함으로써 고전 해독에 기여한다.
고문자학 연구 (Studies of Paleography)
  갑골문 발견후 성립된 중국 고문자학의 자료와 연구방법 및 그 업적들을 탐구한다.
광운연구 (Studies of Kuang-Yun)
  광운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
근대중국어연구 (Studies in Early Modern Chinese)
  근대한어의 문자 ․ 음운 ․ 어휘 ․ 문법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근대중국어음운연구 (Studies of Early Modern Chinese Phonology)
  근대 중국어의 음운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연구한다.
설문연구 (Studies of Shuo-Wen)
  고대 한자의 형 ․ 음 ․ 의를 연구함으로써 어원을 밝힌다.
인지언어학 (Cognitive Linguistics)
  인지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통한 중국어의 제반현상 연구.
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중국어학 연구를 위한 전산화 교육을 연구한다.
전통역음서연구 (Studies in Traditional Chinese-Korean Translation Texts)
  한국의 중국 역음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전통중국어교재연구 (Studies in Traditional Chinese Textbooks)
  《노걸대》, 《박통사》등 전통적인 중국어 교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중국 현대 음운학 전제토론 (Special Topics in Modern Chinese Phonology)
  중국어의 현대음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중국고음연구 (Studies of Archaic Chinese Sounds)
  당대 이전의 고대 한자음을 분류 연구한다.
중국문자학 (Ancient Chinese Characters)
  갑골문자에서 현대 한자에 이르는 중국 문자의 형성 연원 및 구조를 연구한다.
중국문자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역대 중국문자학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시대 순으로 일괄 고찰한다.
중국문화언어학 (Studies in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중국문화언어학의 배경, 이론, 응용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중국방언학 (Chinese Dialectology)
  중국에 산재한 방언의 유별과 그 음가 및 훈석을 비교 연구한다.
중국사회언어학 (Chinese Sociolinguistics)
  중국어와 중국의 사회 현상에 관한 이론과 대응관계 등을 연구한다.
중국수사학 (Chinese Rhetoric)
  중국수사학의 발전과 이론,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중국어 교육연구 (Theory and Practics of Chinese Language Pedagogy)
  중국어 교육 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중국어교육방법론연구 (Methodology of Chinese Language Pedagogy)
  중국어 교육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중국어 통사론 (Chinese Syntax)
  중국어의 구문 형식을 탐구하여 중국어의 특징을 정립한다.
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중국어 문법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중국문법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Grammar)
  중국문법연구의 업적들을 시대 순으로 그 발전을 탐구한다.
중국문헌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Chinese Philology Study)
  중국어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방법론의 학습과 적용.
중국어사 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anguage)
  중국어의 변천 과정을 시대 순으로 연구한다.
중국어화용론 (Chinese Pragmatics)
  화용론의 이론적 기반위에서 중국어의 제반현상을 연구.
중국어어휘론 (The Theory of Chinese Lexicon)
  중국어 어휘의 형성 역사와 단어 형성의 법칙을 연구한다. 
중국어음운학 (Chinese Phonology)
  고대에서 근대까지 변천하는 중국 한자음의 성운을 연구한다.
중국어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중어국학에 대한 업적들을 시대 순으로 탐구한다.
중국언어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anguage)
  중국어의 연원적 ․ 구조적 ․ 품사적 ․ 응용적 본성을 언어학적인 면에서 연구한다.



중국언어학특강 (Topics in the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학의 일반이론을 집중테마로 설정하여 연구한다.
중국운서연구 (Studies in Chinese Phonetic Books)
  각 시기별 중국의 운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중국음운학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Phonology)
  중국어음을 정리한 운서와 이를 연구한 업적들을 시대 순으로 연구한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방법론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Pedagogy of Chinese)
  중국인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중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학과 관련된 일반 이론 및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함.
한국중국어교육사 (Chinese Educational History in Korea)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에서의 중국어교육 역사에 대한 연구.
한자문화학 (Cultural Studies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s)
  한자와 중국 문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한자자형변천연구 (Studies of Chinese Characters, its Origin & Evolution)
  한자의 기원과 한자의 여러 가지 자체의 발생 변천을 연구한다.
한중문법대조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 Chinese Grammar)
  현대 한중간의 문법을 대조 연구한다.
한중문헌번역 ( Translation of Korean & Chinese Texts)
  한중문헌번역의 이론 및 응용에 대한 연구.
한중번역방법론 (Methodology of Translation of Korean & Chinese)
  효과적인 중국어 교육을 위한 중국어 번역 방법론을 연구한다.
한중대조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of Korean & Chinese)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 연구한다.
한중한자교류사 (History of The Exchange of Korean & Chinese Characters)
  고대 중국과 한국과의 한자 교류에 대해 연구한다.
한중한자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 Chinese Characters)
  현대 한중 한자를 비교 연구한다.
현대한자학 (Studies in Modern Chinese Writing Systems)
  현대한자의 구조 ․ 조자원리 ․ 응용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훈고학연구 (Studies of Classical Chinese Semantics)
  훈고학의 정의 및 훈고의 내용 ․ 방법 ․ 사례 등을 연구한다.
훈고학사연구(연원유파) (The History of Classical Chinese Semantics)
  훈고학의 대표 업적들을 시대와 유별에 따라 탐구한다.
중국어유형론 (Chinese Typology)
  언어지리학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고찰한다.
중국현대음운학전제토론 (Special Topics in Modern Chinese Phonology)
  고대중국어에서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음운관련 제반 문제를 집중분석 토론한     다.
중국어의미론 (Chinese Semantics)
  언어학이론을 소개하고, 언어의 통사적 구분과 심층 구조를 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중실험음성학대조연구 (Contrastive Phonetics of Korean and Chinese)
  한국어와 중국어 발음의 차이점을 실험음성학적으로 연구한다.
한중언어교류사 (History of Linguistic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한 ․ 중간 언어교류의 역사와 상호영향관계를 연구한다.
현대중국어실험음성학연구 (Experimental Phonetics of Modern Chinese)



  실험음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 중국어 발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를 한     다.

<문학 분야>
경극연구 (Studies of Jing Ju)
  중국 경극을 선독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경학연구 (Studies of Chinese Classics)
  유가경전에 대한 문학적인 연구를 가한다.
고행건 연구 (A Study on Gaoxingian)
  고행건에 대해 집중 연구 분석
노신연구 (Study on Luxun)
  노신에 대해 집중 연구 분석
논어연구 (Study on Lunyu)
  논어에 대해 집중 연구 분석
당대전기소설연구 (Studies of Tang Chuan Qi Novel)
  당대의 전기소설에 관한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정리를 가한다.
당송산문연구 (Studies of Tang Song Prose)
  당 ․ 송대의 산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당시연구 (Studies of Tang Poetry)
  당시의 시대별 작가별 작품에 대해 연구한다.
대만당대소설연구 (Studies on Taiwan Contemporary Novel)
  대만 당대 소설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다.
돈황학연구 (Studies of Dun Huang)
  돈황변문을 중심으로 한 관련자료의 이해와 연구를 모색한다.
명청산문연구 (Studies of Ming-Qing Prose)
  명 ․ 청대의 산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명청소설연구 (Studies of Ming-Qing Novel)
  명 ․ 청대의 소설을 선독하며 그 내용 및 형식을 연구한다.
명청희곡연구 (Studies of Ming-Qing Drama)
  명 ․ 청대의 전기와 화부를 선독하며 그 내용을 분석한다.
문학비평전서연구 (Studies in Literary Criticism Special Works)
  주요 문학비평서에 대한 집중분석을 가한다.
비교문학론 (Studies on Comparative Literature)
  비교문학 이론과 실제 일반에 대해 연구한다.
비교문화론 (Studies on Comparative Culture)
  문화비교학 이론과 실제 일반에 대해 연구한다.
사곡전제연구 (Topics in Chinese Classic Lyrics - 'Ci' & Classical Arias - 'Sanqu' during Song & Yuan 
Dynasty)
  송대 사(詞)와 원대 산곡(散曲)의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 연구와 비교 분석한다.
사기연구 (Study on Shiji)
  사기에 대해 집중 연구 분석
산문전제특강 (Topics in Chinse Classic Prose)
  중국산문의 특정한 테마를 설정하여 집중 분석한다.
선진산문연구 (Studies of Xian Qin Prose)
  제자백가서를 중심으로 한 관련자료의 문학적인 분석을 가한다.
송대화본소설연구 (Studies of Song Hua Ben Novel)



  화본소설의 독해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가한다.
송사연구 (Studies of Song Ci)
  송대의 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한다.
송시연구 (Studies of Song Poetry)
  송대 시인들의 작품에 대해 연구한다.
시경초사연구 (tudies of Shiching and ChuTiu)
  시경과 초사를 선독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연구한다.
악부시연구 (tudies of Yue-Fu)
  한 대부터 당대까지 악부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원잡극연구 (Studies of Yuan Za Ju)
  원대의 잡극을 선독하며 체계적인 분석을 가한다.
중국고전소설사연구 (Studies of Chinese Classic Novel)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고전소설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Classic Novel)
  중국고전소설 중에서 특정테마를 설정하여 집중 분석한다.
중국고전시가연구 (Studies on Chinese Classical Poetry)
  중국 고전시에 대한 작가와 작품을 연구한다.
중국근대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Early Modern Chinese Literature)
  송대 이후 청대까지의 중국문학사 흐름을 조망한다.
중국당대문학사 (Studies 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1949년 이후의 중국 문학을 시대별, 장르별로 분류, 고찰한다.
중국당대산문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Prose)
  중국의 당대 산문에 대해서 연구 분석
중국당대소설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Novel)
  중국의 당대 소설에 대해서 연구 분석
중국당대시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Poetry)
  중국의 당대시에 대해서 연구 분석
중국당대희곡연구 (Studies on Chinese Contemporary Drama)
  중국의 당대 희곡에 대해서 연구 분석
중국문학과 한국문학문체론 (The Study of Chinese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중국문학의 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을 시도한다.
중국문학비평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ry Criticism)
  중국문학의 비평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중국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을 시대별, 장르별로 분류 고찰한다.
중국문학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의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가한다.
중국문화전제특강 (Topics on Chinese Culture)
  중국 문화 가운데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한다.
중국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Aesthetics)
  중국의 문학에 대한 사상적 수사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중국사론연구 (Studies of Chinese Ci)
  중국사의 사화, 사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한다.
중국산문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Prose)
  중국 산문을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소설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Novel)
  중국 소설을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통속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Folk Literature)
  중국 선진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민간통속문학을 시대별로 정리 연구한다.
중국수사학연구 (Studies of Chinese Rhetorics)
  사마천 이후 중국의 문학작품에 대한 수사의 제 현상을 연구한다.
중국시가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lassical Poetry)
  중국 시가를 시기별 장르별로 연구 분석
중국시가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Classic Poetry)
  중국시가 중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내용을 집중 연구한다.
중국시론 (heories of Chinese Poetry)
  중국의 역대 시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중국시화전제연구 (Studies in Chinese Poetry Talks)
  당 ․ 송 ․ 명 ․ 청대의 시품 시론을 기술한 사회자료를 선택하여 집중 분석한다.
중국학술사상사 (History of Chinese Learning and Thought)
  중국문학을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국학술사상을 분석한다.
중국현대문학비평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Lterary Criticism)
  중국 현대 문학 비평을 시기별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문학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현대문학의 시대별 장르별 분석을 가한다.
중국현대문학유파연구 (Study on Chinese Modern Literary Schools)
  중국의 현대 문학 유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중국현대문학이론연구 (Study on Chinese Modern Literature Criticism)
  중국의 현대 문학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미학연구 (Studies of Chinese Modern Aesthetic)
  중국 현대 미학 사상과 그것이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
중국현대산문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Prose)
  중국 현대산문을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산문연구 (Studies of Modern Chinse Prose)
  중국현대산문의 선독과 체계적인 분석을 가한다.
중국현대소설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Novel)
  중국 현대소설을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소설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Novel)
  중국현대소설의 선독과 체계적인 분석을 가한다.
중국현대소설전제특강 (Topics in Chinese Modern Novel)
  중국 현대 소설 중에서 특정한 테마를 설정하여 집중 분석
중국현대시가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Poetry)
  중국 현대시가를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시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Poetry)
  현대 중국시에 대한 작가와 작품을 연구한다.
중국현대작가론 (Study of Modern Chinese Authors)
  현대작가에 대한 작품 및 그 내용에 대한 연구를 가한다.
중국현대희곡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Drama)
  중국 현대희곡을 시기별 양식별로 연구 분석
중국현대희곡연구 (Studies of Modern Chinese Drama)



  현대희곡의 선독과 체계적인 분석을 가한다.
중국희곡사연구 (Stud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Drama)
  중국희곡의 시대별 연구를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한다.
한대산문연구 (Studies of Han Prose)
  한 대의 역사서, 사상서에 대한 문학적인 연구를 가한다.
한중고전시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oetry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 한시를 독해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국대만문학교류사연구 (tudies on History of Korean & Taiwan Literature Exchange)
  한국과 대만의 문화교류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대만문학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Literature of Korean & Taiwan)
  한국과 대만의 문학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한국대만시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Poetry of Korean & Taiwan)
  한국과 대만의 시가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한국대만소설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Novel of Korean & Taiwan)
  한국과 대만의 소설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한국대만작가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Writers of Korean & Taiwan)
  한국과 대만의 작가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한중문학비교연구 (Relations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역사적 이론적인 비교 연구를 가한다.
한중고대 문화교류사 연구 (Studies on History of Ancient Korean & Chinese Cultural Exchange)
  고대 한중의 문화교류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한중고대 민간설화비교 연구 (Topic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 설화를 이해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중고전 문학교류사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rose of Korean & Chinese)
  고대 한중간의 작가 ․ 작품 등의 교류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한중 고전 문학 비교 전제 특강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Novel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문학 가운데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한다.
한중 고전 산문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 산문작품을 독해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중 고전 소설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Novel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 문언소설을 독해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중 당대 문학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학 가운데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한중 당대 소설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Novel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당대 소설 작가, 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한중 당대 시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temporary Poetry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당대 시인과 시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한중 문학 작품 번역 연구 (Literary Works of Studies on Translations of Korean &  Chinese)
  문학작품에 대한 쌍방향 번역을 연구한다.
한중 문화 비교론 (Comparative Theory of Korean & Chinese Culture)
  한중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비교 분석한다.
한중 사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i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사(詞)를 독해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중 시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lassical Poetry Talks of Korea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고전 시화를 독해하고 비교연구한다.



한중 현대 문학 교류사 연구 (Studies on History of Modern Korean & Chinese Literature Exchange)
  현대 한중간의 작가 ․ 작품 ․ 사조 등의 교류를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한중 현대 문학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Literature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문학에 대해 비교 연구한다.
한중 현대 문학 비교 전제 특강 (Topics on Comparative Literature of Modern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학 가운데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한중 현대 문학이론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Literary Theory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학이론을 비교 분석한다.
한중 현대 문화교류사 연구 (Studies on History of Modern Korean & Chinese Cultural Exchange)
  현대 한중간의 문화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한중 현대 산문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Prose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산문을 비교 분석한다.
한중 현대 소설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Novel of Korean &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소설 작가 ․ 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한중 현대 작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Writers of Korean & Chinese)
  현대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에 대하여 비교 탐구한다.
홍콩문학 연구 (Studies on Hongkong Literature)
  홍콩의 문학에 대해 연구한다.
해외화문문학연구 (Studies on Literature of Chinese Overseas Literature)
  세계 각지의 화교 문학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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