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HSK 중국어강사 자격인증서 취득과정

접수 기간 : 2017 년 02 월 14 일(수) ~ 2018 년 03 월 31 일 (토)
교육기간 : 2018.04.07 (토) ~ 2018.07.28(토) [4 개월, 총 80 시간]

주최 : 网络孔子学院 / 国际汉语考教结合研究中心
주관 : HSK iBT 한국위원회
협력 : ㈜시에시에 중국비즈사관학교 /
후원 : 중국경영연구소

㈜한에듀테크

<HSK 성적의 전세계적인 효력 및 관련 최신 정책>


중국 유학시 통행증 역할



중국에서 중국어 능력 평가시 중요한 평가수단



중국어 국가 유학 장학금을 신청할 시 필수 요건



중국 관련 부서 및 다국적 기업 지원시 유리

<HSK 강사에 대한 수요>


140 개국의 512 개 공자학원과 1073 개의 공자학당, 1081 개의 HSK(한어수평고시) 고사장
*2016 년기준



HSK 응시자 수 2014 년 총 46 만, 2015 년 52 만, 2016 년 58 만 그 중 아시아의
HSK 응시자 수는 67.8% ( 한국인 약 55% 추정 )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HSK 시험, 반면 지극히 부족한 글로벌 인재 공급난!



늘어나고 있는 많은 중국어 강사들에 비해 전문 특화된 HSK 강사 필요

 본 자격증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최종 종합시험을 통해 자격증 취득
(예상 취득률은 전체 연수생의 95%이상)

<과정특징>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기관 ‘국가한판’에서 관리하는 전세계 공자학원 교사 및
수강생이 함께하는 인터넷공자학원 (网络孔子学院)과 HSK 와 기출문제를 전문 연구하는
국제 중국어 교육 전문센터인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에서 국제 HSK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개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증된 국제 유일 과정



HSK 기출 문제풀이 및 HSK 급수별 탄탄한 유형분석, PPT 교안작성법 등
HSK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실전형 HSK 강사 양성 과정



단순 과정 수료완료가 아닌, 본 자격인증서 취득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인증시험을 통해 인증서 취득
(국내용 프로그램을 통한 예상 취득률은 전체 연수생의 95% 내외)

-

교육방식 :
<온라인수강>
* 온라인 교육 동영상(온라인 플랫품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 가능)
* 온라인 시스템 기록을 통해 강의 동영상 학습 진도 확인
* 강사와의 온라인 질의응답
<오프라인 수강>
* 월 2 회(격주) 전문가 초청 오프라인 특강
* 오프라인 팀빌딩(기수간 교육 시너지효과) 및 진도확인 팀코칭

-

수료증 및 자격인증서 :
수강생은 온라인 100%수강, 오프라인 참석 80%이상일 시, 전원 HSK ibt 위원회와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에서 발급된 수료증 취득.
수료 후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인증서 부여. 자세한 내용은 <4.시험평가안내 참고>

-

인턴 증명 :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수강생들은 희망 시 북경 환어학원(北京寰语学院),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国际汉语考教结合研究中心) 및 중국 내 제휴파트너
기관에서 인턴을 할 수 있으며, 인턴 완료 후 인턴 증명을 부여함.

-

취업 추천서 :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수강생들은 요구에 따라 강의 동영상 등을 제출,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 심사위원들이 심사 한 후,
우수자들을 전문가의 취업추천서(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취업추천서 획득 후 전세계 각국에 있는 국제 중국어 교육기관에서 취업가능.

한국 국내 자격인증서 취득자 특전:
● 학교, 학원 등 취업연계
● HSK iBT 한국위원회 국내 감독관자격부여
● 중국어 관련 사업 창업시 별도 특전부여(경영지도 및 자문)
● 희망 시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国际汉语考教结合研究中心)
인턴기회부여

< 网络孔子学院 (인터넷 공자학원)>
* 중국 교육부 산하 공자 학원 본부 / 국가 한반이 만든 온라인 공자학원
* 전세계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학습을 하는 학생들과 중국어 교사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
* 원격학습, 중국어 교육 자원, 중국 문화 교류, 즉각적인 온라인 상호 작용 및 개인화 된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중국어 교사, 중국어 교사 준비, 직업 훈련, 평생 학습 및 교육 자원뿐만 아니라,
교육 보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 国际汉语考教综合研究中心(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 >
* 국가 한반 / 공자학원 본부에서 처음으로 <HSK 문제 해석> 전문 교재 출판
* HSK 시험연구와 최고의 HSK 전문교육을 결합한 최상의 이념 추구

<< 国际汉语考教综合研究中心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 이
배출한 HSK 강사들

< 강사진 >

정려걸 선생님 약력
現) 국제중국어시험&교육결합 연구중심 대표
現) 중국 공자학원 본부/국가한반공식 “국가한반 최신판 HSK 4·5·6 급 기출문제해설 분석서”
집필책임자
現) 중국 국가한반/온라인 공자학원 수석 교육 고문
前) 북경대 유럽 합작교류 센터 (ECCS) / 북경어언대 예과 교육원 / 북경외대 연구출판사
유학생 HSK 연수반 강사
前) 중국 공자학원 중국어교사 지원자 연수과정 연수담

정려걸 선생님 외 다년간 HSK 전문 강사 경험의 강사진, 강사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 다수 포함

*
*

《HSK 真题解析》四级
《新 HSK 口试（高级）全真模拟试卷》

*

《21 天征服新 HSK 六级写作》

*
《21 天征服新 HSK 高级语法》
총 4 권 무상제공

* 수강생 전원 수료증 발급. 수료 후 인증평가 시험 통과 후 자격인증서 발급.
* 수강생 전원 자격인증시험을 위한 오프라인 맞춤 코칭, 합격시까지 튜터링
(유예기간 2 개월)
* 자격인증시험 1 회 무상제공, 재응시 시, 추가비용 발생.

-

수료방식
<온라인 수강>
온라인 시스템 기록을 통해 강의 동영상 학습 진도 확인, 100% 수강 필수.
<오프라인 특강 및 팀코칭>
출석률 80%이상

-

평가방식:
<온라인 수강>
온라인 시스템 기록을 통해 강의 동영상 학습 진도 확인, 100% 수강 필수.
<오프라인 특강 및 커뮤니티(국내)>
출석률 80%이상
<교안제출>
- 상세내용 제출:
1）시험 문제 해석 (4-6 급 한가지 급수 선택) 제출. 부분별 문제를 선택하여 해석
2）강의용 교안 제출(1 편), 자세한 내용은 교안양식을 참고해서 작성.
3）학습 정리안 및 개인 직업계획 제출(1 편), 500 자 이상

- 내용의 범위 :

新 HSK 4-6 급

<동영상 제출>
1）문제 해석을 이용해 PPT 작성 후 제출
2）급수별 문제 선택, 5 문제씩 선택(한문제 씩 보기 안됨)

예) HSK4 급 46-50 번

3) 선명한 화질, 음량상태 양호(잡음 및 화면이상 없음)
4）교사의 깔끔한 복장 필요
5）동영상 시간은 선택한 문제에 따라 결정, 상세하고 충분한 해석은 필수
6）동영상의 형식은 MP4 또는 MPEG 형식, 고화질 필수

-

자격인증서 :

- 자격인증서 취득조건 :
1) 온라인 플랫폼 내 전체 동영상강의 수강 완료
2）수강 후 시험 통과, 6 점 이상 필수 (만점 10 점)
3) 新 HSK 5,6 급 이상 취득
4）개인 강의 동영상 촬영 완료 후 6 점 이상 취득 (만점 10 점)

● 지원자격
- 新 HSK 5 급 이상 취득자
- 대학교 재학생 및 2018 년도 2 월 졸업예정자 우대
- 현재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자 우대

● 홈페이지(www.hsk-ibt.org)에서 지원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메일 발송
HSK iBT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hsk-ibt.org)접속 - 공지사항 - 교육안내 및 자료
–프로그램안내 – 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 hsk-ibt-korea@naver.com 으로 메일발송
● 문의 : 02-318-9600 또는 홈페이지 1:1 문의 이용
사무국

Tel. 02-318-9600

* 홈페이지: www.hsk-ibt.org

Fax

* email: hsk-ibt-korea@naver.com

교육기간 | 2018.04.07 (토) ~ 2018.07.28 (토) [4 개월, 총 80 시간]
원서접수 | 2018.03.31 (토)까지
등록금마감 | 2018.04.02 (월)까지
지원자격 | 新 HSK 5 급, 6 급 취득자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www.hsk-ibt.org]
선발방법 | 서류합격 후 수시 인터뷰 진행
교육비
| 120 만원
교육장소 | HSK iBT 한국위원회 시험센터(서울,가산동)
선발인원 | 30 명 내외
오리엔테이션 일자 | 2018.04.05 (목)

02-6455-9606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오리엔테이션 장소 | HSK iBT 한국위원회 시험센터(서울,가산동)

*교육내용 및 시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목명
글로벌 HSK

강의 내용
HSK 시험유형 분석 및 HSK 시험의 교육배경,

개요설명 및 강의 HSK1 급-6 급 급수별 설명 및 교육전략 설명,
HSK 교육기법 원리
오리엔테이션
HSK 듣기,독해,작문
교육기법

듣기, 독해, 작문 부문별 분석 교육기법 훈련

HSK 1 급 - 6 급
급수별

비고

5 시간

13시간

18시간
급수별 난이도에 따른 맞춤형 분석 교육기법 훈련

종합 교육기법
온라인강의를 위한 온라인 상 HSK 시험 문제풀이 원칙,
HSK 문제풀이

HSK 시험 문제풀이 PPT 제작기술,

교육기법

온라인강의를 위한 해석 강의기술

회화시험 HSKK 시험 및 채점 기준소개,
HSKK 초·중·고급 HSKK 교습기술훈련,
교육기법
HSKK 중·고급 예문 교습

5시간

5시간

HSK1 급 - 6 급
급수별
기출문제 실전

각 급수별, 부문별 기출문제 실전 분석 및 풀이

18 시간

풀이법
오프라인특강
오프라인 팀빌딩 및
팀코칭

이미지 메이킹 강의,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외부전문가 특강
기수 별 팀빌딩 및 교안작성 팀코칭

8 시간
10 시간

* 오프라인 특강 커뮤니티는 3 개월간 매월 1 회 토요일에 열림.
마지막 달은 인증자격시험을 위한 교안작성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