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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관광중국어Ⅱ

교 재 이종순 외 - 2019 - 관광중국어마스터 - 다락원

학 점 3

강 의 시 간 4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중국과의 관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관광중국

어Ⅰ에서 배운 중국어를 기초로 보다 전문적인 관광실용 중국

어회화를 익힘으로써 중국인 관광객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회화를 학습한다. 이에 본 과목은 관광중

국어 중·고급 과정으로 수준 높은 회화 및 독해 연습, 중국의 

역사와 문화, 사적, 유적 등을 살펴보며 중국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폭넓은 지식, 중국의 문화

와 국민성 등 중국과 관련된 정보 습득, 한국과 중국의 주요 

테마를 비교하는 '한중 비교 체험' 등을 학습한다. 중국어 독해 

연습, 회화에 나온 중요한 표현 및 어법 설명, 실전 상황에 순

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키움으로써 중국어 관광

통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다.

관광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류는 중요하며, 

최근 테마를 가진 개인관광객(싼커, 散客) 형태의 여행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언어 소

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관광중국어 기본능력을 바탕으로 심화된 표현법을 배우도

록 한다. 

2. 관광 현장인 호텔, 관광지, 공항, 면세점 등에서 필요한 단

어 및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3. 관광현장에서 필요한 회화문의 문법 및 독해력을 학습한다.

4. 한국과 중국의 문화, 역사, 명승지, 문화유적, 음식 등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어 표현법을 배워본다. 

5. 한중 문화를 비교해 보고 양국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

이도록 돕는다. 

6.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중국 관광객 접객에게 전문

적이고 우수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화, 어순, 단어 표현, 

독해, 중국문화 등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것에 학습목표를 둔

다. 



- 2 -

■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관광중국어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강의계획서 및 교재를 안내한다.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을 안내한다.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1.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한중 문화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비교 조사 
 - 제출 : 10주차
 - 발표 : 11~13주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등
 - 작성요령 : 한글, PPT, 수량 등 

구체적인 방법 별도 안내

2

1. 강의주제 : 我们预定了两个房间。
  (우리는 방 2개를 예약했습니다.)
2. 강의목표 : 단어와 회화표현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终于，痛快，洗澡，输入, 密码，填表，衬衫
      (결국, 시원하다, 샤워하다, 입력하다, 비밀번호,     

  표에 기입하다, 와이셔츠)
  2) 숙박에서 필요한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终于到桂林了。
      (결국 계림에 도착했다.)
    - 只要能让我早一点儿洗澡就行。
      (제가 좀 일찍 샤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4. 수업방법 : 프린트를 활용하여 단어와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8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 프린트자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CD, ppt

3

1. 강의주제 : 我们预定了两个房间。
  (우리는 방 2개를 예약했습니다.)
2. 강의목표 : 본문 2,3의 내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숙박에서 필요한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我看看你们的护照。
      (제가 당신 여권 좀 보겠습니다.)
    - 请输入密码。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这个房间不错，窗户很大。
      (이 방 좋네요, 창문도 아주 크구요)
    - 放得进去。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4. 수업방법 : 프린트를 활용하여 단어와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8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 프린트자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CD, ppt

4

1. 강의주제 : 我们预定了两个房间。
  (우리는 방 2개를 예약했습니다.)
2. 강의목표 : 숙박에 필요한 내용으로 롤플레잉을 해본

다.
3. 세부내용 :
  1) 桂林에 도착한 상황을 롤플레잉으로 표현해본다.
  2)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과정을 롤플레잉으로 표현해본

다.  
4. 수업방법 : 프린트를 활용하여 단어와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한
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8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 프린트자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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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숙박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有海景房吗? (오션뷰 방이 있나요?)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필요한 단어와 회화표현을 알아

본다.
3. 세부내용 :
  1) 호텔에서 필요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欢迎，预订，护照，海景，需要，套间
     (환영하다, 예약하다, 여권, 요션뷰, 필요하다, 스위

트룸)
  2) 호텔에서 필요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欢迎光临! 您预订了吗? 
     (환영합니다! 당신은 예약하셨나요?)
    - 请出示您的护照。
     (당신의 여권 좀 보여주세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 14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숙박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有海景房吗? (오션뷰 방이 있나요?)
2. 강의목표 : 호텔에서 필요한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호텔에서 필요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我们一行三个人，可以加床吗?
      (우리 3명이 일행인데,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

한가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동태조사 了에 대해 학습한다.
    - 의문조사 吗에 대해 학습한다.
    - 조동사 可以(할 수 있다)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 18, 19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숙박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有海景房吗? (오션뷰 방이 있나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체크인 상황을 롤플리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0, 21, 14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숙박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有海景房吗? (오션뷰 방이 있나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침대를 추가해달라는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

2. 주교재 목차
 - 오션뷰 방이 있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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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기차여행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可以帮我预订KTX火车票吗?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2. 강의목표 : 기차여행 시 필요한 단어와 표현방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기차와 관련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早餐，时间，告诉，营业，火车，晚上
      (조식, 시간, 알려주다, 영업하다, 기차, 저녁)
  2) 기차 이용에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早餐在哪儿吃? 
      (조식은 어디에서 먹나요)
    - 从中午到晚上都营业。
      (점심에서 저녁까지 영업합니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0, 28

2. 주교재 목차
 -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
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기차여행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可以帮我预订KTX火车票吗?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2. 강의목표 : 기차여행 시 필요한 회화표현과 주요 어

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기차 이용에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你们要预订哪天的? 
      (당신들은 언제로 예약을 원하세요? 
    - 后天去江陵的三张。
      (모레 강릉 가는 거 3장이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개사 在(~에서)의 용법을 학습한다.
    - 从~到~(~에서~까지)의 표현을 학습한다.
    - 양사 张(장)의 쓰임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 32, 33

2. 주교재 목차
 -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
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기차여행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可以帮我预订KTX火车票吗?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2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조식 문의 하는 표현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4, 35, 28

2. 주교재 목차
 -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
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기차여행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
 - 可以帮我预订KTX火车票吗?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기차표를 예매하는 표현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29

2. 주교재 목차
 - KTX 기차표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
나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 5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거리여행 시 단어, 회화표현, 주요 어법
 - 听说弘大有很多街头演出。
  (듣자하니 홍대에 거리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2. 강의목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와 회화표현

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거리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时代，建筑，徒步，听说，表演，有些
      (시대, 건물, 도보로, 듣자하니, 공연하다, 일부)
  2)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这一带是三清洞和北村韩屋村。
      (이 일대는 삼청동과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4, 42

2. 주교재 목차
 - 듣자 하니 홍대에 거

리 공연이 많다고 합
니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거리여행 시 단어, 회화표현, 주요 어법
 - 听说弘大有很多街头演出。
  (듣자하니 홍대에 거리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2. 강의목표 : 거리 여행에서 필요한 회화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听说弘大有很多接头演出。
     (듣자하니 홍대에 거리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听说(듣자하니)의 쓰임에 대해 학습한다.
    - 被자문(피동문)을 학습한다.
    - 동사중첩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 46, 47

2. 주교재 목차
 - 듣자 하니 홍대에 거

리 공연이 많다고 합
니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거리여행 시 단어, 회화표현, 주요 어법
 - 听说弘大有很多街头演出。
  (듣자하니 홍대에 거리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한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표현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8, 49, 42

2. 주교재 목차
 - 듣자 하니 홍대에 거

리 공연이 많다고 합
니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거리여행 시 단어, 회화표현, 주요 어법
 - 听说弘大有很多街头演出。
  (듣자하니 홍대에 거리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홍대 거리 문화 공연을 소개하는 표현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43

2. 주교재 목차
 - 듣자 하니 홍대에 거

리 공연이 많다고 합
니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 6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식사와 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과 어법
 - 今天能尝到正宗的韩式套餐了。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2. 강의목표 : 식사와 관련된 새 단어와 회화방법을 알

아본다.
3. 세부내용 :
  1) 식사자리에서 필요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丰盛，介绍，主菜，甜点，海鲜，代表，红蛤
     (푸짐하다, 소개하다, 메인요리, 신선하다,         

   대표하다, 홍합)
  2) 식사자리에서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今天能尝到正宗的韩式套餐了。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8, 56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식사와 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과 어법
 - 今天能尝到正宗的韩式套餐了。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2. 강의목표 : 여행에 필요한 회화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레져 이용 시 필요한 회화내용을 학습한다.
    - 今天滑了冲浪板真有意思。
      (오늘 서핑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결과보어 到(도착하다)를 학습한다.
    - 동태조사 过(경험)를 학습한다.
    - 개사 给(~에게)의 쓰임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7, 60, 61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식사와 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과 어법
 - 今天能尝到正宗的韩式套餐了。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한정식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62, 63, 56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식사와 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과 어법
 - 今天能尝到正宗的韩式套餐了。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서핑 갔다고 상상하고 롤플레잉 해 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7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정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 7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숙박상황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今晚我们要住青年旅社，对吗?
  (오늘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2. 강의목표 : 숙박 관련 새 단어와 회화 표현 방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숙박과 관련 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典型，洗浴，设施，当然，烤肉，啤酒
    (전형적이다, 샤워하다, 시설, 당연히, 바베큐, 맥주)
  2) 숙박과 관련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今晚我们要住青年旅社，对吗?
    (오늘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2, 70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저녁에 우리 게

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숙박상황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今晚我们要住青年旅社，对吗?
  (오늘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2. 강의목표 : 숙박 관련 새 단어와 회화 표현 방법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숙박과 관련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请大家入席吧。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 今天我们吃烤肉。
      (오늘 우리는 바베큐를 먹어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동사 在(있다)의 용법을 학습한다.
    - 의문대사 几(몇)와 多少(얼마나)의 다름을        

    학습한다.
    - 형용사의 중첩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1, 74, 75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저녁에 우리 게

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숙박상황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今晚我们要住青年旅社，对吗?
  (오늘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6, 77, 70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저녁에 우리 게

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숙박상황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今晚我们要住青年旅社，对吗?
  (오늘 저녁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바비큐 파티하는 장면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71

2. 주교재 목차
 - 오늘 저녁에 우리 게

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거죠?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중간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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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4 중간고사 (이론평가) 1주 ~ 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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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와 어법
 - 全州石锅拌饭是韩国有名的美食。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국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2. 강의목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와 회화 

표현 방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를 학습한다.
    - 蔬菜，香油，拌匀，食品，锅底，既然，传统
      (채소, 참기름, 비비다, 음식, 돌솥바닥, 이왕~한 

이상, 전통)
  2)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既然来了，我们就尝尝吧。
      (이왕 왔으니, 우리 맛을 봅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6, 84

2. 주교재 목차
 -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

국의 유명한 음식입니
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와 어법
 - 全州石锅拌饭是韩国有名的美食。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국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2. 강의목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과 주

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내용을 학습한다.
    - 全州韩屋村是"韩国最大的韩屋村"。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 최대의 한옥마을”입니다.)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의문대사 怎么(어떻게)를 학습한다.
    - 부사 怪不得(어쩐지)의 쓰임을 학습한다.
    - 명사 到处(도처에)가 쓰이는 상황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5, 88, 89

2. 주교재 목차
 -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

국의 유명한 음식입니
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와 어법
 - 全州石锅拌饭是韩国有名的美食。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국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전주 돌솥비빔밥을 먹는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0, 91, 84

2. 주교재 목차
 -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

국의 유명한 음식입니
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와 어법
 - 全州石锅拌饭是韩国有名的美食。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국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전주 한옥마을에 간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5

2. 주교재 목차
 - 전주 돌솥비빔밥은 한

국의 유명한 음식입니
다.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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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도시여행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你听说过釜山国际电影节吗?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 강의목표 :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새 단어와 회화 

내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国际，举行，礼服，红毯，废弃，综合
     (국제, 개최하다, 파티복, 레드카펫, 버리다, 종합)
  2)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电影节有多长的历史了?
      (영화제는 역사가 얼마나 되었나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0, 98

2. 주교재 목차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해 들어 보셨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도시여행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你听说过釜山国际电影节吗?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 강의목표 :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회화내용과 주

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那是什么地方?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동태조사 着(지속)에 대해 학습한다.
    - 강조표현 极了(매우~하다)에 대해 학습한다.
    - 결과보어 成(이루다)의 쓰임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9, 102, 103

2. 주교재 목차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해 들어 보셨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도시여행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你听说过釜山国际电影节吗?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4, 105, 98

2. 주교재 목차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해 들어 보셨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도시여행에 필요한 단어, 회화, 주요어법
 - 你听说过釜山国际电影节吗?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부산 F1963에서의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9

2. 주교재 목차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해 들어 보셨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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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看到济州的大海，真舒服!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2. 강의목표 : 제주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와 회화내용

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大海，舒服，照相，还是，互动，感觉
     (대해, 편안하다, 사진 찍다. 여전히, 서로, 느끼다)
  2)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那儿还有跑马场呢。
     (저기 경마장도 있어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4, 112

2. 주교재 목차
 -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看到济州的大海，真舒服!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2. 강의목표 : 본문2의 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我们可以去体验一下当明星的感觉。
     (우리는 스타가 되는 느낌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조동사 想(~하고 싶다)의 쓰임을 학습한다.
    - ‘先~再~’(우선~다시~)의 구조를 학습한다.
    - 동사 当(담당하다)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 116, 117

2. 주교재 목차
 -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看到济州的大海，真舒服!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성산일출봉에 온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8, 119, 112

2. 주교재 목차
 -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주요 도시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看到济州的大海，真舒服!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플레이케이팝 박물관에서의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3

2. 주교재 목차
 - 제주 바다를 보니 참 

편안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제출



- 12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대화하기
 - 韩剧里常出现哪些美食?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요?)
2. 강의목표 : 한국 드라마와 관련한 새 단어와 회화내

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顺路，欣赏，庭园，好吃，出现，哪些，课程
     (가는 길에, 감상하다, 정원, 맛있다, 출현하다,     

   어떤, 교육과정)
  2)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顺路还可以到晨静村大园。
     (가는 길에 아침고요수목원도 들를 수 있어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8, 126

2. 주교재 목차
 -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대화하기
 - 韩剧里常出现哪些美食?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요?)
2. 강의목표 : 본문2의 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韩剧里的韩食看起来非常好吃。
     (한국 드라마 속 한국 음식은 매우 맛있어 보여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조사 之(~의)의 쓰임을 학습한다.
    - ‘太~了’(매우~하다)의 용법을 학습한다.
    - 방향보어 起来(일어나다)의 쓰임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7, 130, 131

2. 주교재 목차
 -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대화하기
 - 韩剧里常出现哪些美食?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드라마 촬영지에 간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2, 133, 126

2. 주교재 목차
 -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4

1. 강의주제 :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대화하기
 - 韩剧里常出现哪些美食?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한국 드라마 속 음식에 대해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7

2. 주교재 목차
 - 한국 드라마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나
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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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梨泰院也叫"首尔小地球村。
  (이태원을 ‘서울의 작은 지구촌’이라고도 부르지요.)
2. 강의목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와 회화내용

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公馆，举办，庆典，餐厅，夜景，情趣
     (공관, 개최하다, 축제, 식당, 야경, 정취)
  2)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你看那儿有土耳其餐厅。
      (보세요, 저기 터키식당이 있어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 140

2. 주교재 목차
 - 이태원을 ‘서울의 작

은 지구촌’이라고도 부
르지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梨泰院也叫"首尔小地球村。
  (이태원을 ‘서울의 작은 지구촌’이라고도 부르지요.)
2. 강의목표 : 본문2의 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梨泰院每年十月举办庆典。
      (이태원은 매년 10월 축체를 개최한다.)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不但~而且~’
      (~할 뿐 아니라 게다가~하다)구문을 학습한다.
    - ‘边~边~’의 구문을 학습한다.
      (한편으로~하고 한편으로 ~하다)
    - ‘有的~有的~’의 구문을 학습한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 144, 145

2. 주교재 목차
 - 이태원을 ‘서울의 작

은 지구촌’이라고도 부
르지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梨泰院也叫"首尔小地球村。
  (이태원을 ‘서울의 작은 지구촌’이라고도 부르지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이태원에 간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6, 147, 140

2. 주교재 목차
 - 이태원을 ‘서울의 작

은 지구촌’이라고도 부
르지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4

1. 강의주제 : 거리 여행에 필요한 회화 및 어법
 - 梨泰院也叫"首尔小地球村。
  (이태원을 ‘서울의 작은 지구촌’이라고도 부르지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이태원 밤거리를 걷는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1

2. 주교재 목차
 - 이태원을 ‘서울의 작

은 지구촌’이라고도 부
르지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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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거리여행에 필요한 단어, 표현, 어법
 - 石村湖的樱花美极了。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2. 강의목표 : 거리여행에 필요한 새 단어와 회화내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樱花，大厦，没错，医院，路上，也许
      (벚꽃, 빌딩, 맞다, 병원, 길에서, 아마도)
  2) 본문1의 내용을 학습한다.
    - 上去的话，可以看到首尔市全景吧?
     (올라가면 서울 시내 전경을 볼 수 있지요?)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6, 154

2. 주교재 목차
 -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

말 아름다워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2

1. 강의주제 : 거리여행에 필요한 단어, 표현, 어법
 - 石村湖的樱花美极了。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2. 강의목표 : 거리여행에 필요한 회화표현 내용과 주요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有很多外国人到韩国来医疗观光。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관광을 옵니다.)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접속사 因为(왜냐하면)의 용법을 학습한다.
    - ‘除了~以外’(~를 제외하고)의 구문을 학습한다.
    - 조동사 会(~할 수 있다)의 쓰임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5, 158, 159

2. 주교재 목차
 -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

말 아름다워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3

1. 강의주제 : 거리여행에 필요한 단어, 표현, 어법
 - 石村湖的樱花美极了。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 간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0, 161, 154

2. 주교재 목차
 - 석촌호수의 벚뀿이 정

말 아름다워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과제물 발표

4

1. 강의주제 : 거리여행에 필요한 단어, 표현, 어법
 - 石村湖的樱花美极了。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압구정과 청담동에 간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5

2. 주교재 목차
 - 석촌호수의 벚꽃이 정

말 아름다워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기말고사 안내



- 15 -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2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3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4 기말고사 (이론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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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체크아웃과 면세점에서 필요한 회화
 - 自助退房既省时间又方便。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2. 강의목표 : 면세점과 셀프 체크아웃에 필요한 새 단

어와 회화내용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새 단어를 학습한다.
    - 回国，礼物，面膜，海苔，客人，插入，结束
      (귀국하다, 선물, 마스크팩, 김, 손님, 꽂다, 마치

다)
  2)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今天要回国了，去免税店买些礼物吧。
      (오늘 귀국해야 해요, 선물을 사러 면세점에 갑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 168

2. 주교재 목차
 -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

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2

1. 강의주제 : 체크아웃과 면세점에서 필요한 회화
 - 自助退房既省时间又方便。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2. 강의목표 : 면세점과 셀프 체크우웃에 필요한 주요 

표현과 어법을 알아본다.
3. 세부내용 :
  1) 회화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按步骤进行很快就结束了。
      (순서대로 진행했더니 바로 끝나네요.)
  2) 주요 어법을 학습한다. 
    - 양사 些(조금)의 쓰임을 학습한다.
    - 부사 差点儿(하마터면)의 쓰임을 학습한다.
    - 개사 按(~에 따라서)의 용법을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위주로 CD를 활용하여 교과목

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9, 172, 173

2. 주교재 목차
 -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

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1. 강의주제 : 체크아웃과 면세점에서 필요한 회화
 - 自助退房既省时间又方便。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2. 강의목표 :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보고 본문1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실력 향상하기 문제를 풀어본다.
  2) 본문1을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면세점에서의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4, 175, 168

2. 주교재 목차
 -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

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4

1. 강의주제 : 체크아웃과 면세점에서 필요한 회화
 - 自助退房既省时间又方便。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2. 강의목표 : 본문2를 활용하여 롤플레잉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본문2를 활용하여 조별로 롤플레잉을 해본다.
    - 체크아웃 상황을 롤플레잉 해본다. 
  2) 한중문화에 대해 비교 학습을 한다.
4. 수업방법 : 학생들의 롤플레잉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69

2. 주교재 목차
 - 셀프 체크아웃은 시간

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학습기자재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크

린, CD, ppt

3.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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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 주교재를 바탕으로 새 단어, 회화를 숙지시키고, 이에 파

생되는 회화표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3. 질의응답 

  - 암기한 회화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회화연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다.

4. 개별발표 

  - 과제로 내준 한중 문화 비교를 조사 작성 후 개별 발표하

여 양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표력을 기르도록 한다. 

5. 학습자 참여 유도

  -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단어 읽기, 대화문  

    읽기, 롤플레잉, 발표 등을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1. 주교재

 - 이종순, 이의선, 송원경 저 - 2019 - 관광중국어마스터 - 다락원

2. 강의교안

 - 주 교재 이외에 다양한 상황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수업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청각적인   

감각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수업 시간에만 습득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