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외국어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Tutor) 지원서
1. 튜터 지원서
이름

박**

소속

지원 언어

학번

사범대학

영어 (

) 일본어 (

201******

교육학과(전공)

)

중국어 ( O )

한국어 (

)

그 외:

신청
분야
튜터링
프로그램 명

중국어 발음 교정 수업 / 기초 중국어

튜터링 가능 시간

수요일 오후 2시 ~ 5시 사이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 연락 부탁)

어학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여부

HSK 5급

2. 학습 계획서
주교재

튜티와의 협의로 진행(튜티가 직접 작성한 원고도 가능)

중국어 초 / 중급 대상 (고급 불가능)
학습목표

발음 교정 / 기초 회화 / 기초 독해 등 지도
: 튜티의 상황에 따라 첫 튜터링 진행 후 결정

주요 수업 및 방법

수업 진행 시
유의 사항

zoom을 활용하여 소통 위주의 수업 진행 예정
(zoom 활용만 가능, 소통 위주 등의 교수 방식은 조정 가능)

열심히 함께 공부해요!

(

)

차수

1

2

3

4

5

6

7

8

차수별 학습
목표(예시)
중국과 그 언어의 이해,
간단한 인사 표현 익히기

여러 가지 감사표현과
사과표현 배우고 익히기

중화권 현지 방문 시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

복습 및 관련 문화
알아보기

학습내용(예시)
오리엔테이션 진행,
기본적인 중국어에 대한 이해, 발음과 성조 익히기
간단한 인사 표현(안녕하세요 등) 익히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감사와 사과 표현 천천히 익히며 중국어와 친해지기
헤어질 때 인사 표현 익히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중국 여행 시 필요한 간단한 말들과 현지 문화 배우기
대중교통과 관련된 표현 익히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3주 동안 배운 간단한 표현들 복습하며 완전히 익히기
현지 관련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첫 만남과 관련된 표현,
이름을 묻는 표현 익히기

소속과 신분을 묻는
표현 익히기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표현 익히기

학교에서 중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쓰는 표현들

발음과 성조 익히기,
첫 만남 때 필요한 예절과 관련 어휘 익히기,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 익히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국적과 학교, 전공 등을 소개하는 표현 익히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가족과 관련된 표현 익히기
중국어 숫자 표현 배우기
발음과 성조 익히기,
중국인 친구와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용한 표현 익히기
전체 복습 및 수업 마무리

※ 학습 계획서는 튜티(Tutee)들과의 협의 하에 변동 가능합니다.

문의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kimyj9016@smu.ac.kr / 자하관 N 516호 / 02-2287-7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