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중국어 강의계획서

강의기간 2020.08.29-12.12 요일 토요일 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강사명 - 이메일 -

교과목 중국어(초급상/중급하) 교재 《发展汉语初级口语(第二版)》(II) 北京语言大学出版社

강의수준

중국어 초급 책 1-2권을 공부하기나 중급 책까지 공부하지만 듣기와 말하기 잘 못 하는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개강 후 상황에 따라 강의 수준과 진도를 조정될 수 있다.
☞ 강의 상황 따라 일부 듣기와 쓰기 연습을 추가 한다.

강의목적

1.학습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익힌다.
2. 중국어로 일상생활, 학습, 여행 등 각 분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3.강의 종료 후 HSK 4-5급 수준의 어휘 1200-2000개 정도를 응용하여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강의
개요

중국인들의 실제 생활언어를 대상으로 한국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중 비교적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학습의 중심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한중 교류 상에서의 문화습관과 언어문자의 차이
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표현형식이 적용되는 각각의 장면과 대상을 잘 드러내 보임으로써, 특
히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모어의 영향으로 쉽게 발생하는 오해나 
잘못에 대하여 본 교과목은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서도 실용적이며, 간단명료하면서도 자연스럽
고, 생동감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도록 구성하여 초급상-중급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차 수업주제 수업내용

1
인사와 수업 소개 강의 소개. 서로 자기소개.
1课 我哪儿都没去过
2课 晚上早点睡

인사 및 안부, 부탁 및 요청하기
불만 및  제의,  평가 및 제안하기

2
듣기 연습 (1) 강의 난의도 따라 보충함.
1，2课 复习与练习
3课 咱们去爬山吧 설명하기, 상의하기, 청찬하기

3
듣기 연습 (2)
3课 复习与练习
4课 我帮你拿上去吧 초대와 거절의 표현

4
듣기 연습 (3)
4课 复习与练习
5课 他是从新加坡来的
6课 这个颜色挺适合你的

“是……的……”강조문; 
평가와 싫음 표현

5
듣기 연습 (4)
5，6课 复习与练习
7课 越快越好 연락처와 소요 시간 묻기; 전화 받는 때 

말하기

6
쓰기 연습 (1) 수강생 수준 따라 보충함.
7课 复习与练习
8课 虽然听不懂，但是我喜欢 인용과 전달; 좋고 싫음

7
듣기 연습 (5) 관심 및 부득이함 표현 방법
중간시험

8
듣기 연습 (6)
9课 复习与练习
10课 地铁比公共汽车快 비교하기, 상기시키기

9
듣기 연습 (7)
11课 去药店不如去医院
12课 家家都是新房子

부정식 비교, 이유를 묻고 설명 
부러움 표현, 예측히기

10 듣기 연습 (8)
쓰기 연습 (1) 



11 쓰기 연습 (2)
10，11课 复习与练习

12
듣기 연습 (9)
12课 复习与练习
13课 他们都说我包的饺子好吃 谈论中国饮食

13
듣기 연습 (10)
13课 复习与练习
14课 每天除了上课，还做什么
15课 我不在办公室，就在会议室

包括与排除的表现
选择与说明的表现

14
듣기 연습 (11)
14，15课 复习与练习
16课 你赶快打电话预定吧 预定宾馆的交谈

15 듣기 연습 (12)
기말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