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附錄 1：問卷調查韓文版 
전문대학 관광중국어과 （관광통역안내원） 

관광중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아래의 모든 「관광중국어」는 관광중국어통역안내원 관광중국어를 지칭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국립사범대학교 문과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華語文教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전문대학교 관광중국어 전공 학생들을 위한 （관광통

역안내원）관광중국어교재 개발에 관한 논문을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관광중국어과에 개설된 （관광통역안내원）관광중국어에 맞는 교재를 개

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구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한국에서 （관광통역안내원）관광중

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완료하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년 4 월 

대만국립사범대학교 문과대학원 

제 2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연구자：김혜숙 

지도교수：신세창 교육공학박사    

 

 1.                 대학               학과              학년   

 

2. 성별：         □남               □여 

 

3. 중국어를 학습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국어권            년           개월        한국            년            개월 

 

4. HSK 또는 기타중국어 능력검정시험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    급）    □무   

 

5.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본 적이 있는 관광중국어 교재는? 

교재명                       출판사명                      저자                      

6. 관광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가이드  □여행사    □호텔    □기타（                                   ） 

 

7. 일주일에 관광중국어 수업시간은? 

□2 시간    □3 시간    □4 시간    □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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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중국어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적절    □매우 적절 

 

9. 관광중국어의 이상적인 수업시간은?（일주일 단위） 

□2시간    □3 시간    □4 시간    □6 시간    □기타（                        ） 

 

10. 귀 학과의 관광중국어 수업진행 방식은?    

□독해위주    □말하기위주    □쓰기위주    □듣기위주 

    

11. 본인이 원하는 관광중국어 수업진행방식은? 

□독해위주    □말하기위주    □쓰기위주    □듣기위주    □기타（           ） 

 

12. 귀 학과의 관광중국어 평가 방식은?（복수선택가능） 

□필기시험    □발표    □레포트    □기타（                                 ） 

  

13. 귀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중국어 교재의 종류는?（복수선택가능） 

□교과서  □비디오/CD  □컴퓨터  □보충프린트물 □기타（                     ） 

 

14. 관광중국어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년 1학기  □1 학년 2학기   □2 학년 1학기  □2 학년 2학기  

 

15. 현재 본인의 중국어 실력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16.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본인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움    □어려움    □적당    □쉬움  □매우 쉬움 

 

17. 관광중국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표기해 주세요.） 

□문법    □상황    □의미해석    □관광관련어휘  □한.중 문화 비교 

 

18. 관광중국어 교재에서 중요시해야할 언어능력은?（중요한 순서대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19. 관광중국어 교재의 가장 이상적인 편집순서는? 

□주제별   □상황별   □실제여행순서별   □난이도별   □기타（            ） 

 

20. 관광중국어 교재의 한중문화비교는 어느곳에 위치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본문중   □본문과 분리（□본문바로뒤 □매과 뒷편 □교재의 맨뒤 □별도의 

보충교재사용） □본문중에 간단히 언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주석을 단다.  

 

21. 한중문화비교와 관련된 설명을 본문과 분리한다면 어느 언어로 설명하는것이 

이상적입니까? 

□한국어    □중국어    □둘다    

 

22. 관광중국어 교재의 본문에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    □필요     

 

23. 한국어 해석이 필요하다면 어느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옆 □각과 맨뒷편 □교재의 뒷편에 부록으로 편집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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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재 사용하고 있는（또는 사용한 적이 있는）교재에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문법설명   □한중문화비교   □연습   □보충활동   

□CD/VTR（실제가이드현장모습또는 실제관광지 소개）□기타（                 ） 

  

25. 현재 대부분의 관광중국어교재는 중고급이상의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관광중국어의 등급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불필요     

 

26. 25 번 선택과 관련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27. 관광 중국어 교재에 관련해 불만사항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등 다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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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錄 2：問卷調查中文版 
針對韓國專門大學「觀光中國語系」的學生 

設計觀光華語導遊教材之需求分析 
 

1.                大學            系      年級 

2. 性別 

○1 男              ○2 女 

3. 學習華語的時間 

○1 華語圈國家     月    年     ○2 韓國     月    年 

4. 您有華語能力測驗證書（或 HSK 證書）嗎? 

○1 有 （     級）              ○2 無 

5.目前使用的或曾使用過的觀光華語導遊教材是什麼? 

教材名：____________ 出版社：___________ 作者：___________ 

6.學習觀光中國語的目的    

○1 當華語導遊 ○2 旅行社職員 ○3飯店職員 ○4 其他（             ） 

7.一個禮拜您上幾個小時的觀光中國語課? 

○1 2 小時 ○2 3 小時 ○3 4 小時 ○4 6 小時 

8.您認為此上課時數夠嗎? 

○1 非常不夠 ○2不夠 ○3 普通 ○4 適當 ○5非常夠 

9.你認為一個禮拜上幾個小時的課較為理想? 

○1 2 小時 ○2 3 小時○3 4 小時○4 6 小時 

10.貴系的上課方式是什麼? 

○1 閱讀為主 ○2說為主 ○3寫為主 ○4聽為主 

11.您所希望的上課方式是什麼？ 

○1 閱讀為主 ○2說為主 ○3寫為主 ○4聽為主 ○5其他（          ） 

12.貴系所採取的評量方式是什麼? （可複選） 

○1 筆試 ○2 發表 ○3報告 ○4 其他（          ） 

13.貴系所使用的教材種類有哪些？（可複選） 

○1 教科書 ○2 錄影帶/CD ○3 電腦 ○4 補充講義 ○5 其他（          ） 

14.您認為「觀光華語導遊課」要何時開始上比較理想？ 

○1 1 年級第 1學期○2 1 年級第 2學期○3 2 年級第 1學期○4 2 年級第 2學期 

15.您認為自己的中文程度為如何？ 

○1 初級 ○2 初中級 ○3 中級 ○4中高級 ○5高級 

16.目前您所使用的「觀光華語導遊教材」在難易度上適合您的程度嗎? 

○1 非常容易 ○2容易 ○3 普通 ○4 難 ○5 非常難  

17.您認為此教材應該重視哪一部份? 

○1 文法  ○2情境  ○3 意義  ○4 觀光相關詞彙  ○5 韓、中文化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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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您認為此教材應該重視哪一方面的語言技能?（依其重要性而排列） 

○1 聽  ○2 說  ○3 讀  ○4 寫  ○5 其他 

19.您認為此教材最理想的編排順序是什麼？ 

○1 按主題 ○2 按情境 ○3 按實際旅遊順序 ○4按難易度 ○5 其他

（                        ） 

20.您認為「韓、中文化比較」的部份應該擺放在哪裡? 

○1 課文裡面 ○2與課文分開（□課文的後面 □每課的後面  

□教材的後面 □使用附錄） ○3每課後面另外注釋 

21.您認為「韓、中文化比較」部分的注釋應該使用哪種語言? 

○1 中文  ○2韓文 ○3 兩者兼用 

22.教材的課文需要韓文翻譯嗎? 

○1 不需要 ○2 需要 

23.若需要韓文翻譯，它應該擺放在哪裡？ 

○1 課文旁邊 ○2各課的最後面 ○3教材後面附錄 ○4其他（           ） 

24.您認為目前您所使用的教材（或使用過的教材）應補充哪些部份？  

○1 語法說明  ○2 韓、中文比較 ○3 練習  ○4課室活動  

○5 CD/VTR(介紹實際導遊現場或實際觀光地) ○6 其他（           ） 

25.目前使用的「觀光華語導遊」教材，大部分都是為了中高級以上的學習

者而編寫的。您認為此教材需要分級編寫嗎？ 

○1 需要 ○2 不需要 

26.針對第二十五題請寫其理由： 

27.針對目前使用的觀光華語導遊教材，若您有不滿或其他意見，請敘述。 

 



 

附錄 3：問卷調查實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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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錄 4：評估教材（一） 
「口譯中國語-觀光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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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錄 5：評估教材（二） 
「用一本書完成的觀光中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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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錄 6：評估教材（三） 
「觀光中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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