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수원대학교

과목국문명 CSL중국어1

과목영문명 Primary Chinese

학     점 2 이수구분 선교 시수합계 3 이론시수 3 실습시수 0

학 부(과) 교양,1학년 전체학부 전   공

면담 시간, 장소 교수님의 OFFICE HOUR, 국제대학 교수연구실

대상 학년 1학년

강의실/요일/시간 종합강의동, 법대 등

교원소속명 국제대학 CSL 교원 성명

휴대  전화 E-Mail

내선  번호 LMS(블랙보드) ▣사용      □미사용

강의형태 ▣강의식 □토의식 ▣시청각 ▣세미나 □견학 □가상강좌 □실습

역량구분 ▣소통역량 □인성역량 □자기주도역량 ▣전문역량 ▣글로벌역량 □창의역량

강의개요

본 강좌는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21세기의 가장 필수적 인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한다.
 1. 중국어의 발음, 문법, 어휘 방면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고루 향상시켜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강의목표

  중국어 기초가 없는 학생들도 짧은 시간 내에 중국어 발음과 기본 표현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한 강

의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읽기∙말하기∙듣기∙쓰기를 포함

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이 네 가지 영역의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중국어

인사와 자기소개 및 간단한 중국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어휘도 소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중국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강의 내용 유형 및 

방법

내용 (√표시) 방법 (√표시. 복수 가능)

∙기초학문(언어 포함)     ( √ )
∙융합학문               (    )
∙지역연계               (    ) 

∙강의중심 (  √  ) ∙플립트러닝(       )
∙참여중심[문제중심, 토론식 등] (  √   ) 
∙체험중심 (      ) ∙이러닝[MOOC 활용]  ( √   ) 

참고사항 및 기타  쪽지시험 있음



교재및참고문헌

[주교재] 수원대학교 CSL교재개발팀, 다이내믹 중국어, 서울: 다락원, 2016

[부교재] 교수개인에 따라 다름

[관련 사이트]ic.suwon.ac.kr

성적평가

및기준

 중간시험 ( 25% )

 기말시험 ( 25% )

 수시시험 ( 10% )

 과 제 물 ( 15% )

 출    석 ( 25% )

 기    타 (     )

과목구분 수업언어 한국어, 중국어

평가구분 상대평가 강의진행비율

※ 성적평가 기본 반영 비율 : 출석:25%  과제물:15%   중간시험:25%   기말시험:25%

1. 출결현황은 학교규정에 의해 성적 처리에 일정부분 반드시 포함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중간고사 직후 출결현황을 담당교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출석 일수의 2/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는 학

교규정에 의하여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F처리)

3. 장기 결석자(수업 일수의 1/3 이상 결석)는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소

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2019년도 1학기 주별 계획서

1주

주      제 중국어   기초 상식

강의  내용 한어,   보통화, 간체자,   한어병음

강의  방법 강의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책 상관부분 읽기

2주

주      제 중국어의   발음

강의  내용 성모,   운모, 성조

강의  방법 강의식,   청춰, 연습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한어병음자모 쓰기

3주

주      제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 만났을   때/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감사,   사과, 수업 용어, 인칭대명사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4주

주      제 너는 유학생이니?

강의  내용 신분, 국적,‘是’ 자문,‘吗’를 이용한 의문문, 의문대명사‘哪‘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5주

주      제 네 이름은   무엇이니?

강의  내용 이름,   형용사 술어문, 의문대명사‘什么’, 의문조사‘呢’, 정도부사‘很’,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춰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2019년도 1학기 주별 계획서

6주

주      제 너 어디 가니?

강의  내용 장소,   음식, 음료수, 중국어의   기본 어순, 의문대명사‘哪儿’,어기조사‘吧’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자기소개 만들기

7주

주      제 자기소개

강의  내용 발음,   1-5과 복습, 자기소개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춰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8주

주      제 중강고사

강의  내용

강의  방법

강의  준비

과  제  물

9주

주      제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강의  내용 …하고 싶다,…하기 좋아하다,好+동사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춰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10주

주      제 이것은   무엇이니?

강의  내용
…가지고 있다, 지시대명사‘这’,‘那’,구조조사‘的’,
정반의문문, 의문대명사‘谁’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춰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11주

주      제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강의  내용 숫자,   년, 월, 일의 중국어표현,   명사술어문, ‘吧’의 의문문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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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주      제 오늘은   목요일이니 아니면 금요일이니?

강의  내용 요일 의   중국어표현, 선택의문문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춰

강의  준비 녹음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13주

주      제 너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니?

강의  내용 차례/순서‘第’,   시간 묻고 답하기, 사물을 헤아리기,   양사,‘好吗?’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14주

주      제 자기지신   관한 상황 설명

강의  내용 6-10과 복습, (자기 자신의 마음, 개관적인 상황)설명

강의  방법 강의식, 회화식,   청취

강의  준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과  제  물 회화 듣기 읽기, 한자 쓰기

15주

주      제 기말고사

강의  내용

강의  방법

강의  준비

과  제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