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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소개
본 강의는 최근 중국 인터넷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영역)를 주제
로 삼아 중국어로 된 뉴스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강의는 중국어 중·
고급 수준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 위주로 하며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고,
중국 뉴스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목표
이 과목을 이수한 후에 수강생들은:
 중국어로 된 중국 뉴스를 읽을 수 있다.
 중국어 실력을 한 단계 높인다.
 뉴스에 사용되는 고급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 대해서 한 층 깊이 이해 할 수 있다.

사용 언어
중국어 50%, 한국어 50%

수업 진행 방식
1) 강의
2) 발표 및 토론

1

수강생들의 의무
수강생들은
 배포된 자료를 예습해 올 것.
 강의실 안에서 예절과 질서를 지킬 것.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결석, 지각하지 않을 것.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것.
 발표 및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여 시험에 잘 임할 것.

교재
교재: 교재 없음. 최신 중국 인터넷 뉴스로 수업 진행. 수업 시간 1 주일 전에
수업 내용을 블랙보드에 올리거나 수강생 이메일로 발송.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 개의 영역을 병행할 것.)

과목 웹사이트
https://blackboard.suwon.ac.kr/

기타 관련 사항
본 과목을 이수하려면 출석률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즉 네(4)번 이상 결석 시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결석: 부득이하게 결석 시 의사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지각:
- 지각 세(3) 번 = 결석 한(1) 번.
- 지각 시에는 교수에게 별도로 알려야 함.
과제, 발표 및 수업 참여:
- 과제나 발표 미수행 시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토론에 열심히 참여한 것은 성적에
반영된다.
평가:
- 출석: 10%
- 수업 참여: 20%
과제: 20%
- 중간고사: 20%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필기시험 실시)
- 기말고사: 30%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필기시험 실시)
비고: 본 과목은 상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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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학습 내용
수업 내용

주차
1 주차
2 주차
3 주차
4 주차
5 주차
6 주차
7 주차
8 주차
9 주차
10 주차
11 주차
12 주차
13 주차
14 주차
15 주차
16 주차
















강의 내용, 요구 사항,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소개
중국 주요 인터넷 사이트 소개
중국이란 나라
중국 사회에 관한 뉴스
중국 사회에 관한 뉴스
중국 연예계에 관한 뉴스
중국 연예계에 관한 뉴스
중국 스포츠에 관한 뉴스
중간고사
중국 스포츠에 관한 뉴스
중국 문화에 관한 뉴스
중국 문화에 관한 뉴스
중국 정치에 관한 뉴스
중국 정치에 관한 뉴스
중국 경제에 관한 뉴스
기말고사
Make-up Week

비고: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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