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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대학교 구직
 귀국 후의 직장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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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가장 발전되고 교육
수준이 두번째 높은 강소성에
위치됨.
• 전국 4년제 대학교 1243소
중에 48위를 차지함(2021년
QS 아시아대학교 랭킹).
• 쌍일류 대학교, 985대학교,
211대학교에 속하지 않음.

 2005.09-2009.07(학사) 곡부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2010.03-2016.02(석사) 제주국제대학교 마케팅학과
 2013.02-2016.02(박사) 국립제주대학교 마케팅학과
 2016.05-2018.04 강소대학교 관리대학 강사(조교수 해당)
 2018.05-현재 강소대학교 관리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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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 1: 2편;
CSSCI Top1: 1편;
Chinese Core Journal: 3편;
국가급 프로젝트 참여 2개.

JCR 1: 4편;
국가급 프로젝트 참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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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논문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고수준의 논문이

게재된 것이 중요함.
• 중국 대학교는 KCI、SCOPUS 논문을 인정하지 않음.
•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본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음.
• 졸업한 후에 빨리 중국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좋음.

주요 하는 업무
① 강의 하기
② 논문 쓰기
③ 프로젝트 신청 및 수행
인정 받는 논문
① SSCI/SCI(E)
② EI
③ CSSCI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④ 核心期刊 (Chinese cores Journals)
⑤ A&HCI

인정 받는 프로젝트
①
②
③
④
⑤

국가 자연과학기금
국가사회과학기금
교육부인문사회과학기금
각 성의 자연/사회과학기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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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게재의 어려움
① 인정받는 학술지 수량이 적은 반면에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요가 많음.
② 학술지는 저자의 학교 level, 연구팀의
실력을 많이 봄.
③ 본인이 중국 저널지 스타일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프로젝트 신청의 어려움
①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율이 낮음.

②

학술적인 back가 없음.

③

지원해 주는 연구팀이 없음.

④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함.

매년 완성해야 업무량

SSCI/SCI-JCR1
SSCI/SCI-JCR2
SSCI/SCI-JCR3
CSSCI
EI/핵심저널지

2000점
800점
200점
300점
100점

제1저자
32시간 과목 4개
SSCI/SCI-JCR2
SSCI/SCI-JCR3
CSSCI
EI/핵심저널지
게재해야 함.

강의하면,
1편 or
4편 or
3편 or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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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승진 여건
제1저자
핵심저널지 이상 논문
5편, 그 중에 SSCIJCR 3급 이상의 논문
2편 이상.
국가급 프로젝트 1개를
진행 중 or,
성(省)급 프로젝트
1개를 완성.

본인이
책임자로
주관함.

박사지도교수 자격
지원 자격 중에 학술 연구성과와 관련되는 부분
① 학술지 논문 : 고수준의 저널지 게재 논문 8편 이상;
② 프로젝트 : 국가급 프로젝트 2개 완성 or 국가급 프로제트 1개 완성
+ 성급 프로젝트 2개 완성;
③ 연구비 : 진행중인 국가급 프로젝트 1개 20만 위안 이상 or 성급
프로젝트 누적액 3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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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서비스마케팅

재중국 유학생 교육 관리

(Intercultural Service Marketing)

-서비스제공자와
외국인 고객 간의 상호작용

(Chinese Oversea Education)

- 지도교수와 외국인
대학원생 간의 상호작용

대학교의 국제공동연구팀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Teams)

- 문화차이로 인해 형성된
소그룹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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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에 중국에 유학으로 온 외국인 학생 수량이 급격히 증가.
•

중국 정부 ‘One belt One load’ 정책의 파급 효과

•

2018년 19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온 492,185명 유학생이 중국의 1004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음.

 짧은 기간 내의 유학생 수량 급증에 따른 유학생 양성의 질 저하.
•

유학생 모집 및 양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음.

•

사회 여론은 또한 유학생 양성의 질 저하, 유학생에게 지나친 투자를 비난.

 유학생 규모의 확장에서 양성 질의 향상으로의 전환은 급선무임.
 외국인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맞춤.
•

재중국 외국인 대학원생 규모: 85,062명(2018년 기준).

•

중국에서 대학원생 양성은 지도교수 책임제를 수행.

•

외국인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음.

문화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외국인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의
커플링 관계 및 공동성장 전략
개인특성
- 개성
- 동기
- 문화 identity
- 문화역량
- 다문화 경험
-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반응
- 인지적 반응
- 정서적 반응
- 행동적 반응
지도
교수

조직 요인
- 대학의 국제화 수준
- 유학생 관리 제도
- 인센티브 지원
- 양성 프로그램
- 외국 연수 지원 등
상황 요인
- 문화적 거리
- 사제 유지 기간
- 지도 시간
- 연구팀 상황 등

학업 성과
- 객관적 성과
- 주관적 성과

교수의 다문화 지도
- 적극적 대응
- 부정적 회피

문화간 접점
문화차이
언어
교육수준
종교신앙
풍속습관
가치관 등
경로1
경로2

외국인
대학원생

지각된 교수의 지도
- 정서적 반응
- 인지적 반응
- 행동적 반응

경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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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 측면에서 국제협력연구의 중요성을 강조 및 적극적인 지원.
 대학교에서 주도되는 국제공동연구팀은 국제협력연구의 주력임.
 국제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문화이질성으로 인해 ‘Team Cultural
Faultlines’현상이 발생함.

 ‘Team Cultural Faultlines’는 국제공동연구팀의 혁신 성과에 동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Double-Edged Sword Effect).

 ‘Team Cultural Faultlines’가 국제공동연구팀의 혁신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대학교
국제공동연구팀이 꼭 해결해야 할 관리 과제임.

Research on the Double-Edged Sword Effect of Cultural Faultlines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Teams in Chines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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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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