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문화학과 Department of Korea and China Cultures 
안내페이지: http://gra.hufs.ac.kr/kcc
● 학과목표

본 학과는 비교연구방법론 기반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일반, 문화자원, 문

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유통, 대중문화 등 문화 전반을 상호비교 연구하는 제학문의 영역인 

한중문화학을 연구한다. 세부적으로 이론적 측면에서 한중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상호비

교하여 심층 연구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한중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차별성을 상호비

교 연구한다. 또한 한중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문화 데이터를 발굴, 

취득, 해석, 시각화, 퍼블리싱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

를 통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평능력과 제작능력을 동시에 배양한다. 

● 교수진 현황

∘ 박재우 교수: 문학박사(대만대학), 중국문학, 한중현대비교문학

∘ 맹주억 교수: 문학박사(한국외대), 중국어학, 한중대조언어학

∘ 김태성 교수: 문학박사(대만동오대학), 중국어학, 중국음운학

∘ 박흥수 교수: 문학박사(대만사범대학), 중국문자학

∘ 나민구 교수: 문학박사(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중국수사학

∘ 박정원 교수, 문학박사(북경대학), 중국현당대문학, 한중문화 데이터시각화

∘ 임대근 교수, 문학박사(한국외대), 중국영화학, 한중비교문화

∘ 조영한 교수: 커뮤니케이션학 박사(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한국사

회와 문화, 한류문화

∘ 최현희 교수: 문학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한국현대문학, 동아시아 문학과 

문화

∘ 반병률 교수: 문학박사(하와이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재외한인연구

● 강의 교과목 내용

[기본필수과목]

∙한중 문화교류사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

∙한중 문화 비교 연구론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Culture)

 한중 문화 비교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

∙한중 문화 데이터 시각화 (Visualization of cultural data between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학습

[선택과목]

∙대중문화론 (Theories of popular Culture)

 대중문화의 기본 개념을 비롯하여 대중문화 관련 이론을 연구

∙동아시아 문명론 (Theories of East Asian Civilization)

 동아시아 문명의 탄생과 역사 발전에 관한 이론을 연구

http://gra.hufs.ac.kr/kcc


∙문화연구 방법론 (Methodology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 등 문화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

∙문화 플랫폼과 소비 트랜드(Cultural Platforms and Consumption Trends)

 문화 플랫폼과 소비 트랜드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 연구  

∙동아시아와 한중학 (East Asian and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동아시아에서 한중학의 발전 역사와 동아시아와 한중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 

∙한중 응용문화론( Culture of Application on Korean and Chinese)

 과학기술, 예술 등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한국과 중국의 응용문화에 대해 연구

∙한중 문화정책, 산업 연구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Cultural Policy and Industry)

 한국과 중국의 문화정책과 산업을 비교하고 고찰 

∙한중 고금시가와 한시외교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poem and Chinese poem 

Diplomacy)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중의 시가와 한시를 통해 이루어진 외교에 대해 고찰 

∙한중 근대문학과 동아시아 (Early Modern Literature of Korean&Chinese and East Asian)

 동아시아에서 한중 근대문학의 태동과 한중 근대문학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연구  

∙한중 근현대문학 (Early Modern Literature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문학을 고찰하고 분석. 

∙한중 문명문화 로드 (Civilization and Cultural Road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명과 문화 로드에 대해 각각 연구   

∙한중 문화 브랜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ultural Brand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브랜드를 고찰하고 비교

∙한중 문화간 언어의사소통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Language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속에 나타난 의사소통에 대해 비교 연구 

∙한중 문화교육 콘텐츠 제작 (Creating Content for Korean and Chinese Cultural 

Education)

 한중 문화교육 콘텐츠 제작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작

∙한중 문화인물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ultural fig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적 인물을 고찰하고 비교 연구 

∙한중 문화코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ultural cod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코드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 연구 

∙한중 문화콘텐츠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cultural contents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를 비교 연구  

∙한중 문화텍스트 데이터 디자인 (Cultural Text Data Design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텍스트 데이터 디자인 상황을 파악하고 비교 연구.   

∙한중 비교 사회언어학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and Chinese Sociolinguistics)

 한국과 중국의 사회언어학을 비교 연구 
∙한중 사회문화와 언어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Korean-Chinese Social Culture 

and Language)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와 언어를 비교 연구

∙한중 사회와 문화자원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on Korean-Chinese Society and 

Cultural Resources)

 한국과 중국의 사회와 문화자원을 비교 연구 

∙한중 서양학문의 수용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Acceptance of Western 

Learning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에 관해 비교하고 연구

∙한중 수식(首飾)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Accessory 

Culture)

 한국과 중국의 장신구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시각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Visual Cult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시각문화에 관해 비교 연구 

∙한중 신조어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Neologism)

 한국과 중국의 신조어를 비교 연구  

∙한중 언어 대조연구 (Relations of Korean and Chinese Linguistics)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여 연구  

∙한중 언어문화 교류사 비교연구 (History of Linguistic Culture Interchan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화 교류사를 비교 연구 

∙한중 웹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Web Culture)

 한국과 중국의 웹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유가사상 전통과 변용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onfucian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유가 사상 전통과 그 변용을 비교 연구

∙한중 음악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Music)

 한국과 중국의 음악을 비교 연구 

∙한중 전통 공간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Tradition Spatial Cult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공간과 그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정치제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the Politic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한국과 중국의 정치제도를 비교 연구 

∙한중 중국어-한국어 교육사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Linguistics Education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에서의 한국어-중국어 교육 역사를 비교 연구

∙한중 지식인 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Intellectual 

Culture)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지역, 도시 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Local and Urban Cult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지역 문화와 도시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한자문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hinese Characters Cult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한자 문화를 비교 연구

∙한중 항일운동사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Anti Japanese movement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항일운동사를 비교 연구

∙한중 현당대 문화자원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Modern Cultural Resources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와 당대의 문화자원을 비교 연구. 

∙한중 SNS 문화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SNS Culture)

 한국과 중국의 SNS 사용 현황과 문화에 관해 연구  

∙한중 TV드라마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TV Drama)

 한국과 중국의 TV드라마와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 연구 

∙한중 건축과 정원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Chinese Architecture and 

Garden)

 한국과 중국의 건축과 정원에 대해 연구 

∙한중 게임 산업 연구 (Studies of Korean and Chinese Game Industry)

 한국과 중국의 게임 산업과 그 연관성에 대해 연구

∙한중 경제협력과 동북아 공동체 (Economic Cooperation of Korean and Chinese and 

Northeast Asia Community)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과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 연구

∙한중 공공외교(Korean and Chinese Public Diplomacy)

 한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해 고찰 

∙한중 공연예술 연구(Studies of Korean and Chinese Performing Arts)

 한국과 중국의 공연예술의 다양성과 그 관계에 대해 연구

∙한중 국가전략과 문화상품유통 (National strategy and Cultural Goods Distribution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상품 유통과 그 관계에 대해 연구

∙한중 기업문화 연구 (Studies on Business Culture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기업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진행 

∙한중 다큐멘터리와 문화 연구 (Studies on Culture and Documentary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다큐멘터리와 그것과 관련된 문화를 연구 

∙한중 대중문화 예술사 (Art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Popular Culture)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예술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비교 연구

∙한중 대중문화의 초국적 유통과 소비 (Transnational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Korean and Chinese Popular Culture)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의 초국적 유통과 소비를 중점적으로 연구 

∙한중 도시문화와 예술 (Urban Culture and Art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도시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

∙한중 문화 데이터 웹퍼블리싱 (Korean-Chinese Culture Data Web Publishing)

 한국과 중국의 문화 데이터를 웹퍼블리싱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 



∙한중 문화 빅데이터 (Korean-Chinese Culture Big Data)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한중 문화 데이터 취득과 편집 (Acquiring and Editing Korean and Chinese Cultural Data)

 한중의 문화 데이터 취득과 편집 방법을 학습

∙한중 문화 트랜드 분석 (A Study on the Cultural Trends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 트랜드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 고찰

∙한중 문화 플랫폼 (Korean-Chinese Culture Platform)

 한국과 중국의 문화 플랫폼의 개념과 현황, 구조와 특징 이해하고 연구 

∙한중 문화상품과 글로벌 컬쳐 (Cultural Products and Global Culture of Korean-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상품과 글로벌 문화 현황과 특징을 이해하고 연구 

∙한중 문화 아카이빙 연구 (Studies on Cultural Archiving of Korean and Chinese) 

 문화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아카이빙을 연구

∙한중 문화자원 Tableau 시각화 (Visualization of Korean and Chinese Cultural Resources 

Tableau) 

 한국과 중국의 문화자원을 태블로 툴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을 연구

∙한중 문화자원 경영론 (The Theory of Management of Cultural Resources in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의 문화자원을 경영하는 이론을 연구 

∙한중 문화콘텐츠 제작 (Creating Cultural Cont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연구  

∙한중 미디어 문화 연구 (Studies on the Korean-Chinese Media Culture)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문화를 고찰하고 분석  

∙한중 미식 인문학 (Food and the Humanities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음식 인문학에 대해 고찰하고 연구   

∙한중 방송콘텐츠 연구 (Studies on the Korean-Chinese Broadcasting Contents)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방송콘텐츠 현황과 제작 구조를 연구

∙한중 스토리텔링과 공연예술 (Korean-Chinese Storytelling and Performing Arts)

 한국과 중국의 스토리텔링과 공연예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

∙한중 영화사 연구 (Studies on the Korean-Chinese Film History)

 한국과 중국의 영화사를 통시적으로 연구

∙한중 전시산업  연구 (Studies on the Korean-Chinese Exhibition Industry)

 한국과 중국의 전시산업에 대해 각각 고찰하고 비교 분석   

∙한중 전통문화 전승상황 고찰(Studies on the Traditional Culture Trans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의 전통문화 전승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찰하고 연구

∙한중 현대 문화공간과 도시재생 (Modern Cultural Space and Urban Regeneration of 

Korean and Chinese)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화 공간을 이해하고 도시 재생에 관한 이론과 현황을 연구



● 종합시험 과목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전공분야 전공과목(교과목 코드) 비고

한중문화학

한중 문화 비교 연구론 필수

한중 문화 데이터 시각화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한중 문화교류사 필수

한중 지역, 도시 문화 비교연구 필수

대중문화론

문화연구 방법론
선택1

전공분야 전공과목(교과목 코드) 비고

한중문화학

한중 문화 비교 연구론 필수

한중 문화정책, 산업 연구 필수

한중 문화 데이터 웹퍼블리싱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한중 대중문화 예술사 필수

한중 비교 사회언어학

한중 언어문화 교류사 비교연구
선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