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기간 2018.2.24.~6.30. 요일 토요일 시간 09:00~13:00

강사명 명혜정 이메일 tianny@hanmail.net

교과목 중국어(초급) 교재 
 발전한어 말하기 초급 1  (출판사:다락원/ 북경어언대학출판사)

 발전한어 말하기 초급 2  (출판사:다락원/ 북경어언대학출판사) 

강의수준 중국어를 처음 접하거나 초급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강 후 Level Test 상황에 따라 강의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

강의목적
1.학습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익힌다.

2.중국어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3.강의 종료 후 HSK 2-3급 수준의 어휘 300-600개 정도를 응용하여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강의

개요

중국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어 발음 표기방법인 한어병음을 익히고, 기본적인 의

사소통에 필요한 한자와 중국인들의 실제 생활언어 표현을 습득한다. 초급단계에서 익혀야 

할 실생활 관련 구문을 학습한다. 중국영화와 노래,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중국어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문화상식을 늘려나간다.     

주차 시간 수업주제 수업내용

1
09:00~13:00  강의 소개 

수업방식 소개/ 자기소개 / 중국어 개요

성모, 운모와 성조 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병음의 쓰기 규칙

인사말 /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09:00~13:00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요일과 날짜 / 숫자 익히기 

저는 중국인이에요. 첫인사, 이름 말하기

3.
09:00~13:00 저는 중국어를 공부해요. 누구, 어느, 무엇 등의 의문사 표현

당신네 반은 몇 명인가요? 가족, 친구, 우리 반을 소개하기. 

4.
09:00~13:00 모두 얼마예요? 가격 흥정, 사고 팔아요.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장소 표현. 방향 표현, 길 묻기와 알려주기

5.
09:00~13:00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나의 일정 표현

저는 매일 8시에 수업을 들어요. 시간 표현, (시, 분, 얼마 동안), 나의 하루 

6.
09:00~13:00 저는 유학생 기숙사에 살아요 사는 곳 표현, 멀어요, 가까워요.

말하기 연습. 장소 찾아가기.

7.
09:00~13:00 저는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공부해요. 동작의 진행. 전화번호 표현. 취미 말하기.

말하기 연습. 무엇을 좋아하나요?

8.
09:00~13:00

당신은 중식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양식을 

좋아하나요?
선택의문문, 경험 말하기.

말하기 연습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9.
09:00~13:00 저 이사했어요. 상황 표현, 상태 표현.

말하기 연습 내 방엔 무엇 무엇이 있어요.

10.
09:00~13:00 주말에 톈진에 갔어요. 경험 설명하기. 음식에 대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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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11.
09:00~13:00 당신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조동사 표현. 능력, 가능의 표현.

말하기 연습 중국어 학습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요.

12.
09:00~13:00 곧 크리스마스예요 휴일 계획 이야기하기. 곧 ~하려고 해요.

말하기 연습 휴일에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이야기해요.

13.
09:00~13:00 우리는 매일 한 시간 정도 탁구를 쳐요 시간의 표현.  ~동안, 대략~

말하기 연습 나는 언제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이야기해요.

14.
09:00~13:00 컴퓨터는 이미 다 수리했어요 결과보어 표현. 도움 요청하기

말하기 연습 물건이 고장났을 때의 표현 익히기

15.
09:00~13:00 사진을 벽에 걸어요 在의 용법. 비교의 표현. 

말하기 연습 내 방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16.
09:00~13:00 내일 최고 기온은 10도예요 날씨와 기후 표현. 원인 설명.

말하기 연습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요.

17.
09:00~13:00 저는 뉴스를 보는 중이에요 동작의 진행 표현. 선택. 나열 등의 표현.

말하기 연습 체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요.

18.
09:00~13:00 복습

기말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