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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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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중국어 교과 속에서 인문학 소양 기르기 (학년 연계 독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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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교과수업

[중국어] 중국사 이해를 통한 중국어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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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중국어] 인물로 보는 중국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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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

교과수업

[중국어] 중국어 교과 속에서 인문학 소양 기르기 (학년 연계 독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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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

교과수업

[중국어] 중국사 이해를 통한 중국어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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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교과수업

[중국어] 진짜 중국이 궁금해? CHINA-NIE 활동 노○원

1. 수업의 배경
2학년 중국어과 전공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으로, 교과서 속 딱딱한 중국의 모
습에서 벗어나 신문기사를 통해 현대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사고
를 확장시킨다.
2. 수업의 특징
‘중국 관련 기사 스크랩 및 토론’ 활동으로 수행평가 10점을 부여하여, 한 학기 내내 한 시
간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3. 수업 진행 방법
전반기
1.
2.
3.
4.
5.

후반기

교사의 기사 및 토론주제 선정
일주일 전 사전 공지(카페 이용 자료 공유)
기사를 각자 읽고 자신의 의견 달기
관련 독해자료 수업 시간 읽고 해석
토론 주제에 대한 조별, 학급 토론

1.
2.
3.
4.
5.

학생의 자발적인 기사 및 토론주제 선정
일주일 전 사전 공지(카페 이용 자료 공유)
기사를 각자 읽고 자신의 의견 달기
학생 발표 및 토론 주제 제시
토론 주제에 대한 조별, 학급 토론

정리 활동
1. 추가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스크랩 및 자신의 의견을 정리(중국어)하여 제출

4. 수업자료

※ 공유경제 문화 (토론 주제: 중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원인 및 전망)
자료1. 신문기사 자료
중국인 생활 속엔 공유경제가 대세
중국 등 글로벌에서는 이미 공유경제가 대세다. 중국에서 공유경제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인
식된 것은 2015년 차량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우버 서비스에 착안해 중국에서도 디
디다처(현재 디디추싱) 등 차량공유 업체가 설립됐고, 기존 전통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던
중국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했다.
디디추싱은 2016년 8월 우버차이나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택시를 대체
하는 승용차 중심에서 벗어나 출퇴근시간에 이용 가능한 버스공유 서비스를 시작해 이미 20개
이상 도시에서 2000여개 이상 노선을 운영 중이다.
중국 공유경제 분야는 공유자전거를 거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주차장
을 개방해 공유하는 주차장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농구공, 휴대전화 충전기, 세탁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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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있다. 개인이나 각종 기관이 소유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2016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펀다(分答)는 회원들끼리 건강 재테크 직
업 등 주제별로 질문을 올리고 음성녹음 형태로 답한다. 질문자가 지불하는 답변 비용의 90%
는 답변자가, 10%는 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형태다.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을 업데이트해 공유하는 즈후(知乎)는 2011년 출범해 2016년 말 기준
회원 1700만명을 확보하고 월 이용객만 1억명이 넘는다.
온라인으로 진료상담을 해주고 병원 예약과 건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유의료 서비스도 최
근 각광받고 있다.
춘위이성(春雨醫生)은 중국 최대의 의료공유 플랫폼으로 환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의사의 진
료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공유의료 서비스에는 온라인 진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상담도 포함된다. 또 건강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도 늘어나고 있다. 공유의료 서비스는 중국에
병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자료2. 중국어 신문기사 독해자료
中国共享经济扩大至BMW、健身房
今年7月，貌似公共电话亭的设施一个个出现在北京市内各处的空地上，这是初创企业北京觅跑
推出的共享健身仓。内部面积为4㎡，有配备了电视的跑步机或健身自行车，还安装了最新型的空气
净化器。使用费为30分钟5元。
一个月后，在中国辽宁沈阳市区，凭借明亮色彩引人瞩目的宝蓝色BMW1型轿车变多了。这是
当地一位风投企业在中国首家引进了1500辆BWM共享汽车，分布在市区各处。想使用这种共享
BMW汽车时，只需先在手机上安装专用APP，再缴纳999元的押金即可。费用为每公里1.5元，一天
的使用限度为200元。
这两个案例展现了中国共享经济无限创造全新项目模式的一个侧面。从共享车辆、住所、自行
车起步的大陆共享经济，已经超越了洗衣机、冰箱这种家电共享和共享雨伞与篮球的水平，现在甚
至出现了共享BMW和共享健身仓。
但中国的共享经济不同于企业连接闲置资源与需求人群的本然共享经济，其形式近乎企业主导
的低价短期租赁。共享BMW、共享健身仓也不例外。
◇占据街道的共享单车引发愤怒
对共享共济提出担忧的是代表中国政府立场的官媒们。英文版《环球时报》说：“中国的共享经
济企业们吸收资金，盲目投资，但连该在什么时间停止投资、开始正式盈利的计算都没有。”
最初为廉价共享经济服务的出现而欢呼的中国人，也逐渐开始对其副作用表示不满。其极端形
式就是“共享单车恶意破坏行为”。仅仅3年间就增长至1600万辆的共享单车，彻底占据了中国主要城
市的道路、人行道、公共停车场、公园和住宅区，愤怒的居民们偷走并隐匿共享单车、把单车掩埋
在工地里，甚至扔到河流或湖里的事件频繁发生。
曾经盛赞“共享经济的未来在中国”的西方媒体，现在也开始表示：“中国的共享经济（sharing
economy）进入了共享过剩（oversharing）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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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활동 장면
1. 카페 활용 신문기사 발제

2. 일주일 전 기사 발제 게시

3.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 댓글로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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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발제 및 토론

5. 개별 관심기사 스크랩 및 의견 정리(중국어)

6

6. 평가계획

영역(만점) 구분

평가 척도

배점

①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② 신문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였는가?
평가

③ 신문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발표하였는가?

요소

④ 신문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⑤ 신문기사 속 중국어 표현을 잘 정리하였는가?
⑥ 기사 스크랩 횟수가 10회 이상인가?

중국 관련
기사
스크랩 및
토론
(10점)
채점
기준

위의 평가요소 중 6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10

위의 평가요소 중 5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9

위의 평가요소 중 4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8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7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6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5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기본점수)

7. 수업 후기
▶ 교사: 처음 수업을 구상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는데,

전공어반 2학년이라는 특성 상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시각각 변해가는 현대 중국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가장 빠르게 접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스크랩을 하도록 개별화한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
었던 좋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친구들의 발제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
을 정리하고 토론에 임하도록 하여 전보다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 207○○ 박○○: 작년에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면 올해 CHINA_NIE

스크랩활동은 현재의 중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관심분야 뿐만아니라 친구들의 관심분야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친구
들에게도 잘 전달 할 수 있었다.
▶ 207○○ 박○○: 중국어 기사스크랩을 통해 현대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고 관심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같은 주제의 기사이지만 기사마다 그 특징과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편집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기사를 읽고 비교하며 정확한 현상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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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평 및 제언
현대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단순히 중국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신문기사만큼 좋은 매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신문기사를 접하는 방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매체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시대에 맹목적으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사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신문기사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리·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수업 방식은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수업 참여 열의가 높은 학교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과정을
단순화한다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문기사 주제를
조금 더 학생들이 관심이 갈 만한 주제로 정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정한 신문기사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국어로 토론하는 과정만이라도
적용한다면 현대 중국의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행평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학생의 진로분야나 흥미 분야와 중국을 관련시켜 기사
스크랩을 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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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교과수업

[중국어] 한・중 문학작품 비교를 통한 삶의 이해

안○수

1. 수업의 배경
2년간 중국어를 배워오면서 많은 독해 지문을 읽어온 학생들이지만, 정작 원문으로 된 문
학작품을 접할 기회는 적었다. 또한 중국어과나 국문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 중
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한중문학 비교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다.
2. 수업의 특징
①
②
③
④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근현대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
비교문학이 가능한 친숙한 소재의 한국과 중국의 문학작품 각 1편씩 선정할 것
조별로 번역활동을 진행한 이후 비교문학 활동을 진행할 것
비교문학 활동 후 발표를 진행하고, 쟁점사항을 토론으로 연계하여 심화 이해할 것

3. 수업진행방법 또는 수업 주제
주제: ‘낙타샹즈(라오서)’와 ‘운수 좋은 날(현진건)’ 작품 비교를 통한 격변기 민초들의 삶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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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수업 진행
차시

1차시

주요 활동

[‘낙타샹즈(라오서)’원문 번역 진행]

- 중국어 독해능력

- 4인 1조로 작품을 나누어 번역하고, 직소 모형으로 전문가 그

- 중국 근대 시기의

룹의 회의를 거처 조별로 완성된 번역본을 만든다.

역사적 배경 이해

[‘낙타샹즈(라오서)’ 작품을 통해 느낀 점 공유]
2차시

- 조별로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고, 역사적 사실과 연계
하여 1조 발표

3차시

핵심 역량

[‘낙타샹즈(라오서)’와 ‘운수 좋은 날(현진건)’ 작품 비교]
- 조별로 두 작품의 비교의 주안점을 찾고, 발표자료 제작.

- 문학적 감수성 및
작품 이해 능력

- 주제 파악 능력

[‘낙타샹즈(라오서)’와 ‘운수 좋은 날(현진건)’ 작품 비교 발표]
- “한・중 격변기 민초들의 지난한 삶 이해”
4차시

- “한・중 문학작품 비교를 통해 본 사회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발표능력

- “우리가 샹즈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까?”
- “흙수저의 인생에서 본 삶의 고난”

[토론 및 논술 활동]
- 쟁점에 관해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활동 진행
쟁점:

샹즈의 타락과 실패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후니우 때문이

다.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샹즈는 성실하게 인력거를 몰고 살아
가겠다는 자신의 꿈을 훼손당하게 된다.
- 토론활동 후 논술문항지 과제 부여 및 제출

5차시

샹즈를 남편으로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후니우의 행
찬성측

동 이후 샹즈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된다.

후니우의 잘못도 있지만 샹즈의 타락은 사회적인 관점
반대측

내지는 샹즈 개인의 문제가 훨씬 크며 오히려 후니우
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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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능력

4. 수업 활동 장면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낙타샹즈’ 번역본 (1차시)

- 모르는 단어를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한 변역에 교사도 놀람
수업 발표 장면(4차시)

- 자신의 견해를 조리있게 잘 표현하고 있음.

5. 수업 후기
▶ 3힉년 강○○: 내가 중국문학 작품을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고, 비슷한

시기에 민중들의 삶을 다룬 두 작품이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신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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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윤○○: 번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하니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할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중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에 더욱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6. 총평 및 제언
중국어 교사로서 중국어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과연 비교문학을 실행할 수 있을지 걱정 되었다. 하지만 수업 자료를 찾고 차시별로 수업구상
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고, 교사가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수업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생각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저마
다의 생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발표력이 탁월해, 교사로서 방향만 잘 잡아
준다면 수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또한 이런 비교문학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나 언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향후 해볼 수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7.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토론 쟁점 및 논술문항지 :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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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

교과수업

[중국어] 인물로 보는 중국史

최○정

1. 수업의 배경
어제 없이 오늘이 존재할 수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
는 오늘의 현실은 바로 지나온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내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역사를 거울삼아 오늘을 살고 미래에 닥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다.
중국어 학습자로서 중국사를 움직인 대표적 역사 인물을 탐구하여 그들과 관련된 일화와
배경 고사 등을 학습하고, 인물이 남긴 자취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지에 대해 상기하고자 수
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어와 중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인의 사상, 역사, 예
술, 문학, 정치,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접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문
화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였다.
2. 수업의 특징
중국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인물 중 27인(학급 인원에 맞게)을 선정하여
1인 1인물 탐구 후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3. 수업진행방법(7차시)
① 3월부터 6월 중 금요일 수업(총 7차시)을 발표일로 정함(차시 당 4명)
② 보고서(한글파일 1페이지 양식)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 자료로 제공함
③ 인물의 특징을 함축하는 제목을 정하고, 인물의 중국어 이름을 발음과 함께 제시하도록 함
예) 초탈을 꿈꿨던 도가 사상가, 장자(庄子, Zhuāngzǐ)
중국 IT의 자존심, 레이쥔(雷军, Léi Jūn)
④ 개인별 발표 후,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제시하여 토론의 시간 가짐
차시
1차시

날짜
3/23

역사 인물
공자, 장자, 시황제, 굴원

시대

2차시

3/30

유방, 장건, 사마천, 조조

3차시

4/6

관우, 제갈량, 측천무후, 이백

4차시
5차시

5/18
5/25

왕안석, 주자, 칭키즈칸, 영락제
건륭제, 서태후, 쑨원, 루쉰

6차시

6/1

마오쩌둥, 장제스, 덩샤오핑, 장이모우

↓
↓
↓
↓
↓
↓

7차시

6/8

시진핑, 마윈, 레이쥔 / 발표수업 마무리

현대

고대

* 해당 인물과 관계 깊은 추가 인물을 함께 조사하여 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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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자료 및 수업 활동 장면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보고서 (양식)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발표 자료 PPT

5. 후속 연계활동
‘인물로 보는 중국사’ 수업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2학기에 중국사
에 대한 심화 학습으로 사마천의《사기(史記)》읽고 토론, 중국학 심층 탐구대회 실시, 현대
중국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 탐구를 통해 중국의 발전 추이와 동향에 대해 지
속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함.

6. 수업 후기
▶ 107○○ 정○○: ‘전설이 된 책략가, 제갈량’ - 제갈량은 뛰어난 머리와 지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한 번 충성을 약속한
주군을 위해 일생동안 본인의 재능을 주군을 위해 사용했다. 심지어 주군이 죽은 이후
에도 주군이 원했던 바인 천하 통일을 이뤄드리기 위해 본인이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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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정말 ’충(忠)’ 스러운 역사 인물이다.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남을 위해, 나라
를 위해 사용했던 제갈량의 모습에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
는 ‘재능 기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 꿈은 검사이다. 검사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 겪
을 ‘기소의 어려움’ 을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보여 대신 해줌으로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에게 본인의 재능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 쏟
은 제갈량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07○○ 박○○: ‘몽골을 건설한 제왕, 칭기즈칸’ - 칭기즈칸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도 굉장하지만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다른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 점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탁월한 그의 업적
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까지 합리화하
고 그를 제왕으로 칭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면서, 오늘날 학교에서 역사 인
물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들의 업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번 기회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108○○ 김○○: ‘중국혁명의 아버지, 쑨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평범하게 태어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을 위해 노력했던 쑨원의 삶이 너무 멋지고
위대해 보였다. 행동에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호기심,
배움에 대한 열망, 판단력, 도전정신, 희생정신 중에서 쑨원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공열쇠는 무엇일까에 대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의미 있었
다. 혁명 활동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도자로서 강단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판단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로 꼽았다. 쑨원과 연관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사에
큰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 내 꿈인 중국어교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
사’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

9. 총평 및 제언
고대 중국과 21세기 한국은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다르지만, ‘역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
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시작한 수업. 오천 년 중국
역사를 아우르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단 20여 명에 대해서만 탐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아쉬웠
다.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 문학가, 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당대를 살아간 인물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나름의 깊은 고뇌와 자기 성찰을 하고, 생각하는 바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번 ‘인물로 보는
중국사’ 수업이 폭넓은 고전과 길고 긴 역사 속 인물의 자취를 양분으로 삼아 세계무대로 나아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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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중국어] 중국어 교과 속에서 인문학 소양
기르기 (학년 연계 독서 교육)

임○애

1. 수업의 배경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언어 학습에서
벗어나 중국 고전 및 양서(良書)를 함께 읽음으로써 사고를 넓히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자 한다.
또한 고전 속의 상황을 현대에 접목시키는 적극적 사고를 통해, 주도적인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간다.

2. 수업의 특징
학년 초 활동을 위해 1학년 사기(史記), 2학년 루쉰 선집, 3학년 논어(論語)로 연계 독서를 선정하였
으며, 공독(共讀) 도서를 학생 수에 맞춰 구입하였다. 이 중 1학기로 활동이 끝난 3학년 활동 “마음으로
읽는 논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읽은 내용을 매 시간 활동지에 정리하도록 하고, 전체 20편을
읽고 난 후, 하나 이상의 편 또는 장을 선택하여
① 현 시대의 시사문제와 연결하여 문제 해결방법과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
② 나의 관심사,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③ 구절의 유래를 살펴보고,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하여 내 삶에 적용시키기
④ 그 밖에 자유 주제 선택 가능
와 관련하여 개인별 발표(5분~10분)을 진행한다.

3. 수업 진행 방법
월

수업 내용

3월
4월
5월~6월

-

평가 계획

교사의 논어에 대한 개괄적 설명
한 시간에 2편씩 읽기
2편 중 두 구절 선택하여 활동지 작성
읽기 마무리
발표 구상 및 발표 내용 작성(A4 1장)
발표 내용 정리본 제출
발표 계획서 제출
★ 개인별 발표(10분이내) : 4명/1시간 예정
관련 주제에 관한 자유 토의·토론 시간

2017년 3학년 중국어회화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서 발표(논술형) 평가 20
점 만점으로 평가에 반영하
였다.

4. 수업 자료
3월 책을 읽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책을 각자 읽었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각자 읽는
속도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읽고 그에 대한 학습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관련
학습지 내용 중 일부이다.

5. 수업 내용

제1편

학이(學而),

제2편

위정(爲政)

학 번

이 름

※ 익숙한 구절이나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을 적고, 느낌을 간단히 써 보자.
- 중심가치(키워드) 예시 : 마음가짐, 처세, 리더십, 자기주도적 삶, 교우, 행복한 삶 등
편-장
(예시)
1편-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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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
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
자답지 않은가?

느낌 또는 적용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는 정말 많이 들
어본 문장인데, 논어의 첫 편의 첫 구절
이라니, ‘배움’을 강조하는 공자의 말씀을
잘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 (중심가치:
마음가짐)

6. 수업 활동 장면

3월 논어 독서 활동

개인 발표 활동

학생의 활동지 작성 내용

7. 후속 연계 활동
수업 후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를 통해 교내 경시대회 중 하나인 ‘중국인문학
독서논술대회’에서 ‘이것이 인문학이다(이중텐)’을 읽고 교내 독서논술대회를 진행함. 논어를 읽은 것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관련 내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여 중국 문화 전
반에 깔려있는 공자의 사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8. 수업 후기
▶ 수업 진행 교사 임○○ : 처음에 고3 학생들을 데리고 논어를 읽는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논어를 읽는 활동이 공부에 찌든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
움이 되고, 고전이 자신의 삶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
학기 활동을 통해 이론적 지식보다 마음의 지식을 쌓은 느낌이어서 좋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건강
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바른 정신과 생활 태도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307○○ 김○○ : 나의 꿈은 언론인이다. 한 학기 동안 논어를 읽고, ‘논어를 통해 본 언론인의 자세’를

주제로 개인 발표를 하였다. 처음 논어를 읽는다고 했을 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줄 알았
는데, 생각 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으
로 삼을만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다. 논어 17편 14장에 “길에서 듣고서는 그대로 길에서 말하는 것
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언론인을 꿈꾸는 나에게 이 말은 큰 감명을 주었다. 단순히
화제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내 삶
의 모토로 삼아 꿈을 키워갈 예정이다.
▶ 307○○ 문○○ : 논어 11편 3장에 “안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 글을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책에 나온 해설을 보면서 비판적 수용과 주체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이것을 동조효과에 빗대어 생각해 보았다. 과거
의 글인 논어가 고리타분한 옛날 글이 아니라 현대의 많은 심리 현상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니 책이
더욱 재미있게 다가왔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
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책을 또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됐다.

9. 총평 및 제언
논어 수업은 처음에 교사들이 기획했던 것보다 학생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실 처음 교사들도 정해진 도서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많이 망설였었다.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학생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울림
을 주었다면 그 수업은 의미가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시작하기 두려워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옮겨볼 것을 제언한다. 답은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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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업

[중국어] 중국사 이해를 통한 중국어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안○수

1. 수업의 배경
중국어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의 중국 문학, 역사, 철학 등 중국 관련 전반적 지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낌. 이에 중국어 회화가 어느 정도 성숙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역사
서를 함께 공독하고 발표를 통해 나누는 지식을 나누고 역사적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2. 수업의 특징
≪처음 읽는 중국사(전국 역사교사 모임 저)≫를 공독 도서로 선정하고 단원을 중국의 각
조대별로 크게 10여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국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주변국과 서구 열강들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의 틀을 넓힘.
3. 수업 진행 방법
1)
2)
3)
3)

매주 각자 한 단원씩 공독도서를 읽고 학습지 정리 및 제출
매주 2인 1조의 한 팀이 심화 학습한 단원을 PPT로 만들어 발표 및 소개
자유로운 질의 응답
교사의 지도하에 토론해야 할 문제 등에 관해 조별 토론

4. 평가 계획

월

수업내용
- 교사의 중국사 개괄 설명

9월~11월

10~11월

- 격주 1회씩 <처음 읽는 중국사>독서활동 및 활동지 제출
- 조별 발표 구상 및 계획서 제출
- 조별 발표 진행
-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

평가계획
2017학년도 2학기 중국
어작문 평가계획의 발
표부분에서 5점 만점으
로 반영함

5. 수업 자료
격주로 ≪처음 읽는 중국사(전국 역사교사 모임 저)≫를 읽고 읽는 분량에 따라 내용을 정
리한 학습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서술형부터 개조식 마인드맵 형태까지 본인이 이해하기 편
리한 구조로 요약하여 제출하였더니, 독서 시간의 지루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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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업 내용
≪처음 읽는 중국사(전국 역사교사 모임 저)≫
예시)
대주제 : 제9장 전쟁과 혁명,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소주제 : 중국 근대사의 신해혁명, 5⋅4혁명부터 국공합작과 국공내전
1) 신해혁명
1911.10.10

후베이 성의 우한에서 혁명파 군인들이 청의 타도 주장-봉기

1911.10.11

주요 도시 장악 후 지방 의회(자의국) 소집 / 혁명군 정부 수립

-

청-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진압 시도 그러나 실패

1912.1.1

공화제의 중화민국 정부 수립 (총통-쑨원)

1912.3

위안스카이 총통 이양 받음/ 당, 국회, 지방의회 해산

1915.1

일본의 제안(옛 독일 지역 이양) 수용/ 황제가 되겠다고 주장

1916

위안스카이 사망

2) 5·4운동
일자

1919년 5월 4일

장소

베이징

배경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함- 베이징 정부
우물쭈물-학생들 분개

내용

베이징의 학생들이 ‘군벌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와 싸우자’ 라는 내용으로 항일운동을 펼침.

결과

베이징 정부는 강화조약을 조인하지 않기로 하고 친일파 관리들을 파면함.

의의

민중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더 중요시됨.

7. 수업 활동 장면:

독후활동지

발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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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속 연계 활동
중국학 심층 연구대회로 연계하여 대회를 진행할 예정임
9. 수업 후기
▶ 교사 :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더니

학생들이 지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취감이 높아진 것이 눈에 보임. 발표 형식을 특별히 지정하
지 않고 자유롭게 10분간 발표를 진행했는데 대화형식, 강의형식, 이야기 형식 등 다양한 형태
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교재 외에 심층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발표 실력을 보여주었음.
10. 총평 및 제언
언어가 단지 언어기능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
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깊
이 있게 알게 되면서 중국이 왜 다민족 국가인지, 공산화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등 의문점을
해소하고 중국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공어에 대한 애정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학을 전공한 내가 역사수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었지만 막상
수업을 하다보니 교학상장 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며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