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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한미현 교수

1. 심화이론반-서술 대비 원서강독반

2020년 시험의 당락을 가른 것 역시 결국 서술형이었습니다. 2020년 전형부터는 기입형이 축소

되고, 논술형이 폐지되면서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4년 전형

부터 중국어는 100% 중국어 발문과, 중국어 답안작성으로 치뤄졌습니다. 또한 기입형, 서술형 모

두가 주관식형 문제라 그 난이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이론서와 더불어 

원서를 반드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심화이론반은 기본 이론 지식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서술형 

문제를 위한 컨텐츠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없는 피상적 암기는, 실제 

시험에서 적용오류, 내용의 정확성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야기 됩니다. 본 강좌는 방대한 원서

의 내용 중 정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추려내고, 이해위주의 강독 및 암기를 통해 원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서답형 답안 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아울러 더욱 

높아진 문법과 생활중국어(중고급중국어, 어휘)비중에 대비하기 위해, 오문장수정을 기본으로 한 

문법과, 상용어휘군에 대한 강화특강을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교과교육학의 경우 교과서분석

을 연계, 미래앤 개정교과서와 생활중국어 분석을 병행하여, 1,2차를 동시 대비할 예정입니다. 고

대문학과 현대문학은 주요작품에 대한 주제작성 및 시험포인트 정리특강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

니다.본 강좌와 하프모의고사는 동일 진도로 진행되며, 함께 수강 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

니다.  

① 개강일 : 3월 7일(토) 9시 – 13:30 [4시간 30분], 16주 수업

② 교재 : 심화이론서/마인드맵_중국어/기출문제집/문법어휘특강 문제집/미래엔 개정교과서 

➜ 수업은 마인드맵과 기출문제집,문법어휘특강 문제집 위주로 진행되며, 심화이론서를 통

해 아래 원서는 내용심화나 확인을 위한 공구서 용도로 사용바랍니다. 



| 이한팀 전공 중국어 | ∙ 2021학년도 대비 3-6월 강의계획서 ∙

 www.pmg.co.kr 학원 02)816-2030 |  온라인 02)3486-9500
- 2 -

③ 수업방식

1) 수업 전 예습자료 내 기출문제 위주로, 예습을 진행한다.

2) 각 수업은 출제영역에 문법+어휘(특강연계), 어학개론, 교과교육학(교과서분석 연계), 문학

개론(고대,현대)에 맞춰 6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된다. 

 ▸매 영역 마인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개념 이해를 한 후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한다.

 ▸각 수업에 대한 핵심정리 및 원어민 음성파일을 제공한다. 

 ▸하프모의고사 진도와 연계하여, 그 주 배운 내용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수강료 : 68만원(4개월 과정)

⑤ 수강혜택 : 문법&어휘특강, 문학특강(주제파악),서술형작문특강이 강의내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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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어휘 특강 1차 합격, 어휘와 문법을 잡아라!

2014년 시험 개정 후 부터 문법과 어휘의 출제비중은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오답율

이 높아 당락의 큰 변별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20년도 전형은 문법과 어휘의 비중이 무려 40%

에 육박하였습니다. 문법과 어휘의 경우 방대한 양과 종류로 인해, 잘못 공부할 경우, 어휘별 문

제유형에 맞춰 목적성 있게 공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시간 만 쓰고 효과는 미비 할 수 있습니

다. 97-20년까지의 어휘 및 오문장수정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문제유형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필수적인 학습분량을 결정합니다. 문법의 경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포인트를 영역별로 

추리고, 시중의 모든 오문장수정 교재와 문법책의 예문을 망라하여, 문제적응력을 높입니다. 어휘

의 경우 일주일간 외워야 분량을 설정하고, 해당 포인트당 주간어휘를 숙어, 발음관련 어휘(다음

자, 동음자) 문자관련어휘(착별자, 근형자,한어병음 정사법), 의미관련 어휘(색채사, 근의사), 문법

관련 어휘(양사), 문화관련 어휘(해음사, 신조어)로 나눠 상용어휘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학습을 통

해 문제적응력을 높이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숙어의 경우 임용필독서인 습관용어,외국인설숙

어,숙어100시리즈 중 중요한 어휘만을 선정, 실제 기출되는 형태인 대화문의 형태로 해당 어휘를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강좌를 통해 중요 어휘에 대한 효율적인 정복에 성공하시기 바랍니

다.  

① 개강일 : 3월 7일(토)  16주 수업

② 교재 : 마인드맵_중국어 + 문법어휘특강 문제집 

③ 강의형태: 단과는 인강만 개설됨.  

④ 수업방식

 ▸일주일 간 예습자료 내 기출문제를 풀어온다. 

 ▸해당진도의 해설강의를 듣고, 차주에 확인학습을 진행한다.

⑤ 수강료 : 30만원(4개월 과정)

⑥ 수강혜택 :어휘 100시리즈 원어민팀티칭 동영상강의 원노트 내 제공 

  심화이론반 수강자 무료제공.(3-6월 심화이론반 수업에 포함됨), 

기타 이한팀 강좌 수강 시 본 강좌 5만원 할인. 



| 이한팀 전공 중국어 | ∙ 2021학년도 대비 3-6월 강의계획서 ∙

 www.pmg.co.kr 학원 02)816-2030 |  온라인 02)3486-9500
- 4 -

3. 고대,현대문학 특강_주제파악특강

문학의 경우 작품 주제만 잘 정리하여, 작성해도 절반이상은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작품양과 독해량에 비해 적은 문항수로, 효율적 시험대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

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소한의 작품만을 선별하여,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주요 작

가에 대한 작품 주제 및 시험포인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수많은 독해 포기자들에게 새로

운 희망이 될 강좌가 될 것입니다.

① 개강일 : 3월 7일(토)   16주 수업

② 수업내용

고대문학 현대문학
1-2강 선진시기 문학 54시기 문학1
3-4강 한대문학 54시기 문학2/좌익시기 문학1
5-6강 위진남북조 문학 좌익시기 문학2
7-8강 당대문학 전쟁시기 문학
9-10강 송대문학 신중국시기 문학
11-12강 원대문학 문혁시기 문학
13-14강 명대문학 신시기 문학
15-16강 청대문학 후신시기 문학

③ 강의형태: 단과는 인강만 개설됨.  

④ 수업방식

 ▸수업 전 예습자료 내 기출문제를 풀어온다.

 ▸각 시기별 현대문학사를 사건별, 인물별, 작품별로 분석한다.

 ▸매 영역 마인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개념 이해를 한 후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한다.

 ▸각 수업에 대한 핵심정리 및 원어민 음성파일을 제공한다. 

 ▸하프모의고사 진도와 연계하여, 그 주 배운 내용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강료 : 30만원(3-6월 심화이론반 수업에 포함). 기타 이한팀 강좌 수강자 5만원 할인 

⑥ 강의 교재 : 마인드맵_중국어, 기출문제집,프린트(주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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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프 모의고사반(이론) 초수 합격자가 강추한 바로 그 강좌!!! 초수생 모의고사반
문항도 절반, 영역도 절반, 시간도 절반, 단 효과는 두 배!

하프모의고사를 접한 많은 초수생들이 단시간 안에 방대한 이론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는 초수

합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문제와 동떨어진 상태로 8개월간 이론을 학습하다 9월 모의고사에 들

어갈 경우 그간 배운 이론지식을 적용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을 너무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이론 따로 문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론을 익히면서 동시에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어 나오는지

를, 함께 공부하면 답안 적용의 오류를 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

니다. 본 강좌는 당장 모의고사를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초수생, 혹은 기초가 약한 재수생을 

대상으로, 심화이론반 진도에 맞춰 90분간 기입형 4문제, 서술형 8문제의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

합니다. 한 주간 배운 이론을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해당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매 회 모의고사 채점기준 및 해설 강의, 모범답안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서

술형 답안 작성 요령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이해드립니다. 하프모의고사만으로도 1차 합격 가능

선의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① 개강일 : 3월 14일(토) 15시 00분 - 18시 00분 

② 수업 내용

 ▸15:00-16:30[90분] 모의고사 실시

 ▸16:30-17:30[90분] 모의고사 해설

※ 하프모의고사는 독해 없이 이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기준 및 한미현 채점을 제공합

니다(본인 자가 채점 후 제출하면 채점해드립니다). 모의고사 후 짝스터디를 통한 정리학

습, 개별 암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③ 수강료 : 50만원 

 ▸ 3-6월 심화이론반+이론하프모고 = 108만원

 ▸ 이론 하프모고+독해하프모고 동시 수강시 90만원

*위의 경우 중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되고,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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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수생 모의고사반
이론+독해 통합모고+이론정리+기출풀이를 한 번에!!!

역대 엔수생반의 최종합격율은 평균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모의고사반의 효과

는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 따로 문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론을 익히면서 동시에 어

떻게 문제로 적용되어 나오는지를, 함께 공부하면 답안 적용의 오류를 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이미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재수생 이상의 수강

생을 대상으로  심화이론반 진도(16주 분량)에 맞춰 정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한 주간 배운 

이론을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해당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매 회 모의고사 채점 및 해설 강의, 모범답안 등을 제시합니다. 개별 취약점을 분석 맞춤식 학습

지도, 효율적인 공부방법 제시를 통해, 약점을 극복. 전반기에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입니다. 정말 합격이 절실한 N수생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엔수생반의 경우 2차 스터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① 개강일 : 3월 7일(토) 9시 – 15:30

② 수강대상: 정원 40명 

 ▸2월 7일 최종 발표 후 탈락자는 자동 수강대상자가 됩니다. 단, 수강의사를 2월 23(일)일까

지는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년도 관계 없이 이한팀 정규강좌(특강 미포함) 6강좌 이상 수강자 중 2월 23일 공개모의고

사 총점 56점 이상자 중 성적 상위자를 선발합니다. 정원 40명 중 20년 최종탈락자를 제

외한 나머지 인원만큼을 모의고사 성적 순으로 선별합니다. N수생반 수강희망자는 2월 23

일 공개모의고사 때 필히 답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후 성적 순위를 매겨, 성적순

대로 수강기회를 부여합니다. 성적은 교육학을 제외한 전공 석차 순으로 결정됩니다.  

 ▸수강인원 최종 확정 후 개별 고지 후 수강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③ 수강형태: 직강만 개설

※ 인강은 개설되지 않으며, 직강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거주자도, 통학을 하셔야 합니다. 

④ 수업 내용

  9:00-10:30 [90분] 1교시 모의고사 실시

  10:40-12:20 [90분] 2교시 모의고사 실시

  12:20-13:30 [70분] 점심시간

  13:30-15:30 [120분] 이론 모고 해설(한미현)/독해 모고 해설은 인강 제공 예정

  15:30 ~ 짝 스터디 및 암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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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업방식

 ▸전주 배부한 주제리스트에 맞춰 공부해옵니다. 모의고사는 독해 주차별 학습 내(1~2월 및 

3~6월 진도표 참고), 이론 회차별 진도 내에서 100% 출제 됩니다.

 ▸해설 강의 종료 후 짝 스터디를 통해 당일 학습내용에 대한 재조직화 및 암기를 진행합니다.

 ▸개별 암기 점검 및 취약점에 대한 보강과제를 부여, 당일 학습내용을 완벽히 소화하도록 

합니다.

 ▸개별 원노트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진행됩니다. 개강 전 카톡 단체방을 통해 개별 

상담일정 및 질의응답, 개강 전 준비사항 등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희망할 경우 스터디별 2차 지도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⑥ 강의자료 : 모의고사 문제 및 답안(프린트), 판서자료(도표,요약답안), 단권화, 핵심내용 음성

파일

⑦ 수강료 : 68만원 

 ※ 3-6월 4개월 수강료를 완납해주셔야 합니다.

⑧ 수강혜택 : N수생반 수강생이 심화이론반 인강 수강 시 30만원에 제공. 

단. 1배수 제공,양도 불가:양도 및 대리 수강 등 적발 시 법적 제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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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술 대비 작문회화반: 임용고시에 최적화된 전무후무한 작문 특강!!!
중국어 표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3-6월 한미현강좌 수강자에게 한샘이 제공하는 특별선물!

단기합격과 장수생의 기로에서 이 둘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개

별상담을 한 결과, 그 차이는 바로 작문 및 표현력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어의 기초가 탄탄하고 작문 및 표현력이 좋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론 및 독해관련 지식

을 습득하게 되나, 중국어 기초가 약한 분들은 내용 이해와 표현에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지

만, 막상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한팀을 믿고 효율적 방식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는 중국어 실력, 특히 작문실력을 

업그레이드하면 올해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중국어 비전공자나, 복수전공

자, 어학연수 미경험자 등 상대적으로 중국어 공부기간이 짧았던 분들의 경우 중국어 실력자체가 

콤플렉스이자 트라우마가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문력을 늘릴 수 있는 강좌를 찾아 들으려 

하지만, 어디에도 임용을 전문으로 한 작문반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 강좌는 임용

만을 위한 작문강좌로, 심화이론반 진도에 맞춰 과목별 서술 주제를 추린 후, 가장 한국적인 표

현을 가장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정통한 중국어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용어가 어

려운 문학의 경우, 구어화되고 한국인이 기억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후 암기방법까지 전수 해 

드립니다. 3-6월 심화이론반,N수생반,하프모고 수강생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원노트 내에서 제공됩니다. 

① 개강일 : 3월 7일(토) 

② 수강형태 : 원노트 내에서 수강 가능

③ 수업 내용 및 방법

 ▸교과교육학,어학,문법,고대문학,현대문학,어휘, 독해 작품주제 등 임용특화 작문 상용격식을 

선별, 작문연습 및 암기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교육관련 매 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 관련 

주요표현을 익히고, 만능 및 맞춤형 답안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④ 강의자료 : 원노트 내 업로드

⑤ 수강료 : 3-6월 심화이론반 또는 N수생 모의고사반, 이론하프모의고사반 수강자에 한해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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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이주연 교수

1. 심화독해반 (3월~6월)

상위권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임용 독해가 재미있었어요!”라고. 

임용 독해는 대부분 소설, 산문 등 문학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의 시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임용 독해를 학습하여 이론 지식을 이해하고 쉽게 암

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용 실력의 기본기를 다져주고, 이론 지식의 맥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임용 중국어 시험은 현재 100% 중국어로 발문되고, 중국어 답안 작성을 요구합니다. 

고급 중국어의 근본적인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중국어 문제를 단시간에 분석하기도 어렵고, 중

국어 답안 작성은 산 넘어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용중국어 대비를 위한 기본기를 다져주고, 더 나아가 최상의 실력 향상을 원한다면, 임용 독해 

수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강좌는 이론하프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독해 학습 범위와 동일 진도로 진행되며, 함께 수강 

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① 개강일 : 3월 6일(금) 9시 00분 – 13:30 [4시간 30분], 16주 수업
② 교재 : 이주연 독해2 및 유인물 
   ※ 2019년 독해 교재와 다르니 신규 수강생은 필히 새 교재를 구매하세요. 2018년 독해 

교재로 수강 가능하나 일부 내용이 수정, 추가되었습니다. 

▲ 참고서적 소개 (원서 개별 구매하셔도 무방하나 원서 없이 독해 교재만으로 수업 가능합니다.)
△ 高级汉语教程（修订本）(简称高级教程) 姜德梧主编 (총4권)
△ 成语/典故/歇后语100 尹斌庸 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汉语口语习惯用语教程（简称习惯用语） 沈建华 北京语言大学
△ 高级汉语口语（上册）刘元满 北京大学出版社
△ 中国现当代文学史教程　北京大学　欧阳祯人主编
☞ 구입처: 화문서적: http://www.huawen.co.kr/main/index 02-3675-4229 

③ 수강료: 68만원(4개월 과정)
④ 수강혜택 : 독해반 수강생(직,인강 공통)은 이주연 선생님의 주진중국고급편, 습관용어 등 

동영상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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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프 모의고사반(독해)

본 강좌의 진도는 심화독해와 연계합니다. 즉, 전체 차시 심화독해 학습 후 다음 차시 하

프모의고사에서 90분간 기입형 2문제, 서술형 9문제의 하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① 개강일 : 3월 6일(금) 14시 30분 - 17시 00분 

② 수업 내용

 - 14:30-16:00[90분] 독해 모의고사 실시

 - 16:00-17:30[90분] 독해 모의고사 해설

※ 독해 하프 모의고사는 이론 없이 독해 범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답안을 제공하고 이주

연 선생님이 직접 격주로 첨삭을 진행합니다. 

③ 수강료 : 50만원 
 ▸3-6월 심화독해반 + 독해 하프모고 동시 수강시 108만원
 ▸이론 하프모고 + 독해 하프모고 동시 수강시 90만원

* 위의 경우 중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되고,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3. 동영상 특강 시리즈 

공부를 안 하자니 불안하고, 혼자 하기엔 너무나 벅찬 그 내용들. 이 유용한 강의를 꾸준히 수강

하다 보면 중국어의 기본기가 탄탄해집니다!
1) 고급한어구어 총15회 
 ▸수강료 : 3~6월 독해반 수강생 무료, 기타 이한팀 수강자 5만원 할인. <강의료 : 15만원>
 ▸강의교재 : 高级汉语口语（上册）刘元满 北京大学出版社

2) 논어·맹자 총16회 
 ▸수강료 : 3~6월 독해반 수강생 무료, 기타 이한팀 수강자 5만원 할인. <강의료 : 30만원>
 ▸강의교재 : 유인물

3) 외국인 설숙어 및 성어/전고/헐후어 100 시리즈
 ▸수강료 : 3~6월 독해반 수강생 무료, 기타 이한팀 수강자 5만원 할인. <강의료 : 15만원>
 ▸강의교재 : 유인물

3-1. 동영상 무료 특강 시리즈 (직인강생 모두에게 동영상으로 제공됩니다)

1) 습관용어 무료 특강 9과~20과 
 ▸강의 교재 : 유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