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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등급과 학습목표
MTC 수업 과정은 총 16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구분은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언어 능력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의 언어능력 대조표를 접목

시켰습니다. 모든 신입생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난 후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반에 배정받게 됩니

다. 각 단계를 이수하기 위한 수강기간은 보통반 진도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반과 맞춤

형 개인반은 보통반보다 진도가 빠르므로 좀 더 빠른 이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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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 및 타인을 소개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예) 사는 곳, 

아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등. 

다른 사람과 천천히 대화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예) 

간단한 개인 및 가족 정보, 구매, 현지 지리환경, 직업 등. 

간단하고 익숙한 일상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간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간단한 어휘로 개인 배경사와 주변 환경,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서

술할 수 있다.

직장, 학교, 여가활동 중 자주 접하는 익숙한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행할 때, 대부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숙하거나 흥미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구사할 수 있다.

복잡하고 구체적 혹은 추상적인 이슈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다. 

모국어가 중국어인 사람과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많은 주제에 대하여 뚜렷하고 상세한 문장을 창작하고, 동시에 다른 주

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폭넓은 영역,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창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중국어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교, 학술 및 전문 분야의 목적을 표현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구조에 맞게 배치하며 정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창

작할 수 있다. 장르, 접속사를 응용하여 다소 긴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읽거나, 들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구두 및 서면으로 된 서로 다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또한 일관되게 

설명하고 서술할 수 있다.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매우 유창하고 정확한 어휘력으로 원하는 바를 

막힘없이 표현하고 내포된 의미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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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교재 및 어휘
「초급」부터「중급—중」과정 학생이 사용하는 교재는 일반 언어 능력의 기초에 기반을 두 

었습니다. 「중급—중」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만에서 자연 또는 사회과학 영역 학위 과정을 수행 

하기에 충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중급—고」혹은 그 이상의 주제식수업이 진행되는 

고급반은 고대문학, 철학, 문학, 비즈니스 중국어 및 중국어 신문 등이 포함됩니다. 각 등급별 요구

되는 어휘량은 수강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는 교재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1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2
Business Chinese I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3
Practical Chinese Reading & Writing I / Business Chinese II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 4/Practical Chinese Reading & Writing II / Taiwan Today / Chinese Moral 
Tales / Business Chinese III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5/Listening & Speaking Practice / Chinese Folk Tales I /Chinese Customs 
and Traditions / Qi Baishi: An Intermediate Chinese Reader / Everyday Chinese Vol.3 / Practical Audio-Visual 
Chinese Vol.5 / Practical Business Conversation I / Mini Radio Plays  

A Course in Contemporary Chinese Vol.6 / Listening Practice (Intermediate-Advanced Level) / Chinese Idioms 
/ Chinese Folk Tales II / Introduction of Classical Poetry Appreciation / Advanced Chinese Reading and Writing 
/ Learning Chinese with Newspaper I / Stories from Chinese History Vol.1 / Topics on Cross-Strait Differences / 
Practical Business Conversation II 

Learning Chinese with Newspaper II / Stories from Chinese History Vol.2 / Learning Chinese with Newspaper III / 
Selected Financial News / Thought and Society / A First Course in Literary Chinese / The Independent Reader / The 
Art of War by Sunzi and The Thirty-Six Strategies / The Four Books: A New Annotated Reader / The Plum in the 
Golden Vase 
Various News Article / Selected Articles From Various Journals / Selected Taiwan Short Stories / Selected 
Contemporary Taiwan Prose / Selected Fiction of Zhang Ai-Ling / The Chess King (By Chang Shi-Kuo) / Advanced 
Literary Chinese / Selected Essay of Hushi /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Selected Tang Poems / Selected Song Ci 

중국어 교육센터 선택한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