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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의 중심지 중국을 무대로 한 글로벌 관광서비스 실현 

관광서비스중국어과 2년제   

 면세점    카지노

관광서비스중국어과에서는 생생한 대륙 중국어와 서비스

매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해마다 방문하는 수많은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여러분의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중국어 학습과 다양한 중국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 | 국내 어학 집중 교육

•  부족한 전공을 다시 한 번 공부하는 학습동아리 운영

•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반 운영

 (HSK 3, 5급 반)

| 글로벌프로그램

•  방학 중 중국어학연수 프로그램

•  호주인턴쉽, 싱가폴인턴쉽

| 2학년 재학 중 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학과 맞춤형 취업준비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성공전략수립

•  집중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실시

•  면세점 및 카지노 취업동아리 운영

| 서비스매너 교육강화

•  서비스매너              •  서비스운영관리리더쉽

•  관광서비스세미나

| 중국대학 편입을 지원

•   산동성 루동대학 등 자매대학으로의 편입을 

    지원 학과프로그램

| 학과프로그램

•  면세점, 카지노 취업 동아리     •  중국어말하기대회

•  인천차이나타운 교외실습

Q. 선배님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면세점

풍부한 취업분야, 폭 넓은 선택 

중국어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노 승숙 (관광서비스중국어과 학과장)

21세기는 국제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새삼 언급할 필요

가 없으며, 중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떼어 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어는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제 언어가 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대학교 관광서비스중국어과는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중국 관련 서비스 직무 인력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화되고 차별화된 어학과 서비스매너 교육을 통해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 배출하는데 교육의 핵심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넓디넓은 중국 대륙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5,000년 중국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의 중국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14억 중국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신의 미래를 아로 새기고 싶으십니까? 바로 지금, 중국은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대학교 관광서비스중국어과는 그 꿈을 실현시킬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찌코리아 시계 면세점 이준영(17학번) 구찌코리아 시계 면세점 이유진(16학번)

롯데면세점 크리스찬디올 코스메틱 매장 김규리(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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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배님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호텔&카지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권 애 림 (15학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이 지 원 (15학번)

❶ 호주 해외취업 연수
8주 현지 어학연수와 워킹 홀리데이가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❷	싱가포르 해외취업연수
대학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으로서, 2학년 2학기때 현지에서 

영어와 중국어 연수를 거쳐 해외 현지 취업에 도전한다.

❸	중국어학연수
매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한달간 중국 자매대학에서 중국어 

연수와 중국문화를 체험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카지노 매장

식음료 
서비스

리셉션
(안내데스크)

전자바카라
주사위게임

쓰리카드 포커
텍사스 홀뎀 포커

슬롯머신
딜러

우리 학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우나요?

중국문화탐방/ 중국대중문화의 이해/ 중국문화콘텐츠/ 중국어듣기와말하기(Ⅰ), (Ⅱ)/ 중국어읽기와쓰기(Ⅰ), (Ⅱ)/ 중국어문법(Ⅰ)/ 

HSK 독해와 쓰기(입문/초급/중급)/ HSK 듣기(입문/초급/중급)/ 서비스중국어/ 중국어강독(Ⅰ), (Ⅱ)/ 중급중국어회화/  

중국어번역실습/ 표현법과 소통/ 서비스매너/ 서비스운영관리/ 관광서비스리더쉽/ 관광서비스세미나/ 생활영어(Ⅰ),(Ⅱ),(Ⅲ)/ 

코딩과 컴퓨터 활용/ 진로디자인/ 커리어개발/ 취창업가이드

차이나타운 

교외실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국어

말하기대회 

선후배상견례

심층모의면접 

카지노에는 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 모두 모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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