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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틀을	잡아	주는,	중국어	쉬운	문법

강사	박수진		강의	수준	초급

	 	대표	문장을	3번	듣고,	3번	따라	말하는	연습으로	체득하는	필수	문법	패턴

	 	新HSK	유형	문제를	풀어보며	문법	실력	향상과	동시에	시험	완벽	대비

하루	5문장!	비즈니스	중국어	마스터	입문

강사	정혜란		강의	수준	입문~초급	

	 	인사,	근무	중	약속	잡기,	회의	진행	등	비즈니스	관련	상황에	필요한	5가지	문장을		

20일	동안	마스터

	 	‘바이어	상대하기’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습함으로써	실제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초급	/	실전	/	현지	회화

강사	유리,	안태정,	张雪娇 	강의	수준	초급~고급	

	 	중국어권	비즈니스	종사자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비즈니스	표현을	중심으로		

상황별	회화문	학습

	 	상황별	표현들을	아주	쉽고	간단한	문장부터	100%	원어	문장까지	수준별로	학습	가능

중국인이	매일	쓰는	중국어	간체자	668

강사	홍상욱		강의	수준	초급	

	 	중국의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학습

	 	‘글자	→	단어	→	문장’	순서로	확장되는	연습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강사	고숙희,	고진아,	이민숙,	박계화,	배정현		강의	수준	초급	

	 	꼭	알아야	하는	중국	문화의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상대할	때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	문장까지	다룬	강좌

	 	재미있는	O,	X	퀴즈를	통해	중국에	관한	상식을	바로잡고	중국인들의	인터뷰를		

들어봄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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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중국어 1급
p. 8

최신개정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상
p. 1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1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기초편
p. 16

힘내라! 독학 중국어 첫걸음
p. 58

신개념 중국어 1
p. 26

카이신 중국어 회화 1
p. 32

표준 중국어 2급
p. 8

최신개정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하 
p. 1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2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초급편
p. 16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1, 2
p. 20

신개념 중국어 2
p. 26

카이신 중국어 회화 2
p. 32

표준 중국어 3급
p. 8

新 설한어 上
p. 47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3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上
p. 16

신개념 중국어 3
p. 26

카이신 중국어 회화 3
p. 32

표준 중국어 4급 상, 하
p. 8

新 설한어 下
p. 47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4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下
p. 16

발전 한어 말하기 중급 1, 2
p. 20

신개념 중국어 4
p. 26

카이신 중국어 회화 4
p. 32

표준 중국어 5급 상, 하
p. 8

听和说 上
p. 47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5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  

표준 중국어 6급 상, 하
p. 8

听和说 下
p. 47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6
p. 36

新 신공략 중국어 완성편 

각종 면접 준비를 위한

중국어 스피킹     

p. 52

新 신공략 중국어 고급편

회화  첫걸음

p. 16

p. 16

p. 16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리얼 중국어 1
p. 40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1
p. 42

리얼 중국어 2
p. 40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2
p. 42

나의 겁 없는 중국생활 중국어
p. 52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3
p. 42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초급편
p. 19

발전 한어 듣기  초급 1, 2
p. 24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초급에서 중급으로

p. 19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중급편
p. 19

발전 한어 듣기 중급 1, 2
p. 24

중국어 쉬운 독해 1
p. 49

신공략 중국어 독해 초급편
p. 19

발전 한어 읽기·쓰기 초급 1, 2
p. 25

중국어 쉬운 독해 2
p. 49

신공략 중국어 독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p. 19

신공략 중국어 독해 중급편
p. 19

발전 한어 읽기·쓰기 중급
p. 25

新 빠오칸 시사중국어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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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여행중국어
p. 65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p. 66

 
한국通 중국어

p. 63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

新문화 중국어
p. 65

중국어, 드라마를 만나다 1
p. 65

일석삼조 중국어 펜맨십
p. 57

중국어 간체자 668
p. 57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그림 단어장
p. 81

중국어 한자  암기 마스터
p. 57

다락원 TSC VOCA 마스터
p. 56

新HSK 1~4급

VOCA 礼物
p. 56

新HSK VOCA 礼物 
p. 56

박샘의 친절한 중문법
p. 51

중국어 쉬운 문법
p. 50

틀리기 쉬운

중국어 어법 201

p. 51

중국어 쉬운 작문 1
p. 55

중국어 쉬운 작문 2
p. 55

중국어 번역 급소 찌르기
p. 55

전공자를 위한

중국어 통역·번역 실전편

p. 53

문법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중국어 통번역 대학원 입시 마스터
p. 54

통역  번역  작문 어휘  펜맨십 문화  여행

전공자를 위한

중국어 통역·번역 기본편

p. 53



Biz 중국어회화 첫걸음
p. 61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p. 60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p. 61

비즈니스 중국어 표현사전
p. 60

OK! 비즈니스 중국어
p. 61

대역문고비즈니스

초급

초중급

중급

① 중국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선 Grade 1

② 중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선 Grade 1

③ 중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선 Grade 2

④ 중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선 Grade 2 

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선 Grade 3 

⑥ 지식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선 Grade 3 

⑦ 중국 얼거(儿歌)선 Grade 1

⑧ 중국 우화선 Grade 2

⑨ 중국 역사 인물선 Grade 2 

⑩ 외국 동화선 Grade 3 

중한대역문고 초급 (①~⑩)       p. 86

① 삼국연의(三国演义) 上

② 삼국연의(三国演义) 下

③ 홍루몽(红楼梦) 上

④ 홍루몽(红楼梦) 下

⑤ 수호전(水浒传) 上

⑥ 수호전(水浒传) 下 

⑦ 서유기(西游记) 上

⑧ 서유기(西游记) 下 

⑨ 봉신연의(封神演义)   

⑩ 요재지이(聊斋志异)

⑪ 성어고사(成语故事)  

⑫ 사기(史记) 

중한고전대역 (①~⑫)       p. 87

① 중국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선 Grade 4

② 중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선 Grade 4 

③ 중국 현대(现代) 동화선 Grade 4

④ 중국 현·당대(现·当代) 수필선 Grade 5

⑤ 아Q정전(啊Q正传) Grade 5

⑥ 빙신(冰心) 소설선 Grade 5

⑦ 바진(巴金) 소설선 Grade 5

⑧ 소피 여사의 일기 Grade 5

⑨ 중국 미형(微型) 소설선 Grade 5

⑩ 중국 당대(当代) 소설선 Grade 5

중한대역문고 중급 (①~⑩)       p. 86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
p. 68

다락원 TSC VOCA 마스터
p. 56

다락원 TSC

발음부터 4급까지
p. 75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4급
p. 68

新HSK 급소공략 4급 듣기
p. 69

新HSK 급소공략 4급 독해
p. 69

新HSK 급소공략 4급 쓰기
p. 69

新HSK 1~4급 VOCA 礼物
p. 56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5급
p. 68

新HSK 급소공략 5급 듣기
p. 69

新HSK 급소공략 5급 독해
p. 69

新HSK 급소공략 5급 쓰기
p. 69

다락원 TSC 마스터
p. 74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6급
p. 68

新HSK 급소공략 6급 듣기
p. 69

新HSK 급소공략 6급 독해
p. 69

新HSK 급소공략 6급 쓰기
p. 69

新HSK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3급 ~ 6급
p. 71

新HSK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3급 ~ 6급
p. 72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3급 ~ 6급
p. 73

新HSK  TSC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실전

주니어를 위한 

新HSK 1급 실전문제집
p. 70

주니어를 위한 

新HSK 2급 실전문제집
p. 70

新HSK VOCA 礼物
p. 56



입문

초급

초중급

중급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스타터
p. 76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
p. 76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1
p. 84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그림 단어장

p. 81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2
p. 76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2
p. 84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3
p. 76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3, 4
p. 84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4
p. 76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5, 6
p. 84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5
p. 76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6
p. 76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1
p. 85

틴틴 주니어 중국어 상
p. 85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2
p. 85

틴틴 주니어 중국어 하
p. 85

주니어를 위한 

新HSK 1급 실전문제집
p. 70

주니어를 위한 

新HSK 2급 실전문제집
p. 70

어린이 주니어



초급/중급/고급 중국어와 HSK를 
동시에 완성한다  

	 	표준	중국어	1급,	2급,	3급,	4급상,	4급하,	5급상,	5급하,		

6급상,	6급하

	 	원제:	HSK标准教程

	 	HSK	급수별	커리큘럼에	정확히	맞춰	짜여진	본서를	학습하며	

회화	실력과	HSK	실력	동시	향상

	 	HSK	형식의	연습문제로	구성된	워크북으로	복습하며		

자연스럽게	시험	감각	익히기

	 	다양한	유형의	말하기	응용	연습으로	HSKK(중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시험)까지	대비

姜丽萍	저	|	 1 	 2 	 3 	이준복·성룡	역	|	본서	168~246면,	워크북	128~220면	|	

1 	 2 	15,000원	 3 	18,000원

*	『표준	중국어	4급상』	이후	시리즈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출간됩니다.

*	1급과	2급은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워크북 MP3 
CD

MP3  
무료

1단계: 		HSK	어휘와	어법으로	구성된	본서를	

학습하며	중국어	표현	학습하기

2단계: 		본서의	매	단원	학습	후,	HSK	형식의	

워크북을	풀며	자연스럽게	HSK	실력	
높이기

3단계: 		본서와	워크북의	모든	단원	학습	후,	

워크북	속	HSK	모의고사를	풀며	최종	
실력	점검하기

시리즈 활용법

초급/중급/고급 중국어와 
HSK의 동시 완성 표준 중국어 

입문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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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짚어보기

 워크북

대화하기 1

 사진을 보면서 01-02

Nî xîhuan shénme yùndòng?
A 你喜欢什么运动？

Wô zuì xîhuan tå zúqiú.
B 我最喜欢踢足球。

Xiàwû wômen yìqî qù tå zúqiú ba.
A 下午我们一起去踢足球吧。

Hâo a6
B 好啊！

运动 yùndòng 명  운동  동  운동하다 ｜ 踢足球 tå zúqiú 축구를 하다 ｜ 一起 yìqî 부  같이, 함께

 학교에서 01-01

Wô yào qù Bêijång lÚyóu, nî juéde shénme shíhou qù zuì hâo?
A 我要去北京旅游，你觉得什么时候去最好？

Jiû yuè qù Bêijång lÚyóu zuì hâo.
B 九月去北京旅游最好。

Wèi shénme?
A 为什么？

Jiû yuè de Bêijång tiãnqì bù lêng yê bú rè.
B 九月的北京天气不冷也不热。

要 yào 조동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 旅游 lÚyóu 동  여행하다 ｜ 觉得 juéde 동  ~라고 생

각하다, ~라고 느끼다 ｜ 最 zuì 부  가장, 제일 ｜ 为什么 wèi shénme 왜, 어째서 ｜ 也 yê 부  역시, 또

12

HSK 표준교정 2 본책 ctp ok.indb   12 2017-10-27   오전 10:38:11

 대화하기 미리보기

표준 중국어  시리즈

 실력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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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你好！		안녕하세요!

02 	谢谢你！		감사합니다!

03 	你叫什么名字？이름이	뭐예요?

	 ‘是’자문,	의문	어기조사	‘吗’,	의문대사	‘什么’,	이름	묻고	답하기

04 	她是我的汉语老师。그녀는	저의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의문대사	‘哪/谁’,	의문	어기조사	‘呢’	(1),	구조조사	‘的’

05 	她女儿今年二十岁。그녀의	딸은	올해	스무	살이에요.

	 	의문대사	‘几’,	1~99의	숫자	표현,	변화를	나타내는	‘了’,		

‘多+大’	의문문

06 	我会说汉语。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조동사	‘会’	(1),	형용사술어문,	의문대사	‘怎么’,	지시대사

07 	今天几号？오늘은	며칠이에요?

	 날짜	표현	(1),	명사술어문,	연동문

08 	我想喝茶。나는	차를	마시고	싶어요.

	 조동사	‘想’,	양사	‘个/口’,	의문대사	‘多少’,	금액	세는	표현

09 	你儿子在哪儿工作？당신의	아들은	어디에서	일해요?

	 동사	‘在’,	의문대사	‘哪儿’,	의문	어기조사	‘呢’	(2),	개사	‘在’

10 	我能坐这儿吗？여기	앉아도	될까요?

	 	존재를	나타내는	‘有’자문,	방위사,	접속사	‘和’,	조동사	‘能’,		

‘请’을	사용한	권유문

11 	现在几点？지금	몇	시예요?

	 시간	표현,	시간사	부사어,	명사	‘前’

12 	明天天气怎么样？내일	날씨는	어때요?

	 의문대사	‘怎么样’,	주술술어문,	정도부사	‘太’,	조동사	‘会’	(2)

13 	他在学做中国菜呢。그는	중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감탄사	‘喂’,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在……呢’,	전화번호	읽기,		

어기조사	‘吧’

14 	她买了不少衣服。그녀는	옷을	많이	샀어요.

	 발생/완성을	나타내는	‘了’,	명사	‘后’,	어기조사	‘啊’,	부사	‘都’

15 	我是坐飞机来的。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是……的’	강조	구문	(1),	날짜	표현	(2),	‘是……的’	강조	구문	(2)

01 	九月去北京旅游最好。 
9월에	베이징에	여행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조동사	‘要’	(1),	정도부사	‘最’,	조동사	‘要’	(2),	어림수	‘几’와	‘多’

02 	我每天六点起床。나는	매일	6시에	일어나요.

	 	‘是不是’	의문문,	대사	‘每’,	의문부사	‘多’,	날짜	표현	(3)

03 	左边那个红色的是我的。 
왼쪽의	그	빨간색이	제	것이에요.

	 ‘的’	뒤의	명사	생략,	一下,	어기부사	‘真’,	관형어의	순서

04 	这个工作是他帮我介绍的。 
이	일은	그가	나를	도와	소개해	줬어요.

	 	축하와	축원의	인사말	‘快乐’,	‘是……的’	강조문의	주어	강조,		

시간절	‘……的时候’,	시간부사	‘已经’

05 	就买这件吧。그럼	이걸로	사.

	 부사	‘就’	(1),	有点儿,	어기부사	‘还’	(1),	一点儿

06 	你怎么不吃了？너는	왜	안	먹어?

	 	주술구	목적어,	양사의	중첩,	의문대사	‘怎么’,		

원인과	결과의	복문,	‘因为……,	所以……’

07 	你家离公司远吗？당신의	집은	회사에서	먼가요?

	 어기부사	‘还’	(2),	부사	‘就’	(2),	개사	‘离’,	어기조사	‘呢’

08 	让我想想再告诉你。생각	좀	해	보고	다시	알려	줄게.

	 의문문	‘……,	好吗’,	부사	‘再’,	겸어문,	동사	중첩

09 	题太多，我没做完。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풀었어.

	 결과보어,	개사	‘从’,	서수를	만드는	‘第’

10 	别找了，手机在桌子上呢。 
그만	찾아요.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	있어요.

	 	부정명령문	‘不要……(了)’와	‘别……(了)’,	개사	‘对’,		

문장	부호	‘	、’,	목적어의	도치

11 	他比我大三岁。그는	나보다	세	살	많아.

	 동사(구)	관형어,	‘比’	비교문	(1),	‘比’	비교문	(2),	可能

12 	你穿得太少了。당신은	옷을	너무	얇게	입었어요.

	 상태보어	(1),	상태보어	(2),	‘比’	비교문	(3)

13 	门开着呢。문이	열려	있어요.

	 동태조사	‘着’,	반어문	‘不是……吗’,	개사	‘往’

14 	你看过那个电影吗？너	그	영화	본	적	있어?

	 구조조사	‘过’,	‘虽然……,	但是……’,	동량보어

15 	新年就要到了。곧	새해가	와요.

	 ‘要……了’	(1),	慢,	‘要……了’	(2),	‘都……了’

표준 중국어 1급 표준 중국어 2급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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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周末你有什么打算？		

주말에	무슨	계획	있어요?

	 결과보어	‘好’,	一……也/都+不/没……,	접속사	‘那’

11 	别忘了把空调关了。		

에어컨	끄는	것을	잊지	마세요.

	 ‘把’자문	(1),	어림수	(2)

02 	他什么时候回来？		

그는	언제	돌아와요?

	 단순	방향보어,	두	가지	동작의	연속	발생,	반어문	‘能……吗？’

12 	把重要的东西放在我这儿吧。		

중요한	물건은	저에게	맡겨	두세요.

	 ‘就’와	‘才’,	‘把’자문	(2)

03 	桌子上放着很多饮料。		

탁자	위에	음료가	많이	놓여	있어요.

	 	‘还是’와	‘或者’,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	‘只A不B’

13 	我是走回来的。		

저는	걸어	돌아왔어요.

	 복합	방향보어,	조동사	‘应该’,	一边A一边B

04 	她总是笑着跟客人说话。		

그녀는	늘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해요.

	 ‘又……又……’,	동사	1+着+동사	2,	병렬부사	‘也’

14 	你把水果拿过来。		

네가	과일을	가지고	와.

	 ‘把’자문	(3),	‘先……,	再/又……,	然后……’

05 	我最近越来越胖了。		

나는	요즘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어.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	‘一’의	생략,	越来越……

15 	其他都没什么问题。		

다른	것은	모두	문제	없어요.

	 ‘除了A以外,	都/还/也……’,	의문대사의	활용	(2),	정도	표현	‘极了’

06 	怎么突然找不到了？		

어째서	갑자기	찾을	수	없는	걸까요?

	 가능보어,	이합사,	‘刚’과	‘刚才’

16 	我现在累得下了班就想睡觉。		

요즘	피곤해서	퇴근하면	바로	자고	싶어요.

	 ‘如果……(的话),	就……’,	정도보어,	1음절	형용사	중첩

07 	我跟她都认识五年了。	

그녀와	안	지	벌써	5년	됐어.

	 시량보어,	对……感兴趣,	시간	표현

17 	谁都有办法看好你的“病”。 
누구라도	당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사	중첩,	의문대사의	활용	(3)

08 	你去哪儿我就去哪儿。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	저도	갈래요.

	 부사	‘又’와	‘再’,	의문대사의	활용	(1)

18 	我相信他们会同意的。		

저는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어요.

	 ‘只要……,	就……’,	개사	‘关于’,	구조조사	‘地’

09 	她的汉语说得跟中国人一样好。		

그녀는	중국어를	중국인처럼	잘해요.

	 越A越B,	반어문,	‘A跟B一样’	비교문

19 	你没看出来吗？	

못	알아보겠어?

	 방향보어의	확장	의미,	사역동사	‘让/使/叫’

10 	数学比历史难多了。		

수학이	역사보다	훨씬	어려워요.

	 ‘比’	비교문,	‘没有’	비교문,	어림수	(1)

20 	我被他影响了。		

저는	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被’자문,	‘只有……,	才……’

표준 중국어 3급

표준 중국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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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개 필수 문장으로 중국어 마스터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상,	하,	합본

	 	원제:	汉语会话301句

	 	북경어언대학	교수진	집필,		

중국어	교재	분야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강한	최신	개정판

	 	간체자쓰기	노트와	받아쓰기	노트로	쓰기	연습	완성(상·하)

	 	301句	미니북으로	의사소통표현	완성

상	하	康玉华,	来思平	저	|	최용철	역	|	교재	276면	내외,	쓰기	노트	64면,		

미니북	82면	내외	|	각	권	18,000원

합본	康玉华,	来思平	저	|	최용철	역	|	교재	536면,	미니북	124면	|	27,000원

MP3  
CD

MP3  
무료

Dv 
Book

유료  
동영상

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301
입문 
~초급

최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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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句   시리즈

 회화로 배우기

 301句

  단어 익히기
 12-02

l 본문 단어 l  

天 tiãn 명  날씨, 하늘

冷 lêng 형  춥다

想 xiâng 동  조동  생각하다, ~하고 싶다

件 jiàn 양  벌, 개 [옷·일·물건을 세는 

양사]

毛衣 máoyå 명  스웨터

怎么样 zênmeyàng 대  어떻다, 

어떠하다

可以 kêyî 조동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试 shì 동  시험 삼아 해 보다, 시험하다

大 dà 형  크다

小 xiâo 형  작다

……极了 _jí le 매우 [형용사 

뒤에서 뜻을 강조함]

小姐 xiâojiê 명  아가씨

短 duân 형  짧다

再 zài 부  다시

l 표현 확장 단어 l   

短信 duânxìn 명  문자 메시지

生词 shçngcí 명  새 단어

穿 chuãn 동  입다

衣服 yåfu 동  옷, 의복

长 cháng 형  길다

少 shâo 형  적다

ㅣ읽고, 듣고, 쓰고, 반복해서 외우세요ㅣ

 단어 익히기

 어법으로 내공쌓기

142   

	주술술어문

술어가 주술구(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주술술어문이라고 한다. 주술구의 주어가 가리키는 사

람이나 사물은 늘 전체 문장의 주어와 관계가 있다.

	 他身体很好。그는 몸이 건강하다. 

 Tã shçntî hên hâo.  

	 我工作很忙。나는 일이 매우 바쁘다.

 Wô gõngzuò hên máng.

	 星期天人很多。일요일에는 사람이 많다.

 Xångqåtiãn rén hên duõ.

	조동사

1)  조동사 ‘想 xiâng’ ‘要 yào’ ‘可以 kêyî’ ‘会 huì’ 등은 항상 동사의 앞에 놓여 기대, 능력 혹은 가능성

을 나타낸다. 부정형은 조동사 앞에 ‘不 bù’를 붙이면 된다.

	 		 他要买书。그는 책을 사려고 한다. 我想回家。나는 집에 가고 싶다.

   Tã yào mâi shñ. Wô xiâng huí jiã. 

	 		 可以去那儿。그곳에 가도 된다. 我不想买东西。나는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

    Kêyî qù nàr. Wô bù xiâng mâi dõngxi.

2) 조동사 ‘要 yào’의 부정형으로는 ‘不想 bù xiâng’을 쓴다.

  A   你要喝水吗？물을 마시겠습니까?

   Nî yào hç shuî ma?

  B   我现在不想喝。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Wô xiànzài bù xiâng hç.

3)  조동사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함께 나열하여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你想不想去长城？당신은 만리장성에 가고 싶습니까?

  Nî xiâng bu xiâng qù Chángchéng?

	 	 你会不会说汉语？당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Nî huì bu huì shuõ Hànyû?

3 0 1 句 로  끝 내 는  중 국 어 회 화어법으로 내공쌓기

 문제로 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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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1 句 로  끝 내 는  중 국 어 회 화문제로 실력다지기

1	 알맞은	양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한	후,	‘几’나	‘多少’를	사용해	질문해	보세요.	

ㅣ보기ㅣ  我要三            橘子。 →  我要三斤橘子。你要几斤橘子�

1)	我想买一												可乐。	 →																	 																

2)	我要买两												衣服。		 →													 																

3)		我家有五												人。	 →																			 																			

4)		两个苹果要五												六												。	→																					 																	

5)		这是六												苹果。	 →																									 										

6)		那个银行有二十五												职员。		 →																							 																

7)		这课有十七												生词。		 →																							 			

2	 알맞은	어휘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不……也不……          太……了          ……极了           可以          想

1)		这种																												，那种便宜，我买那种。

2)		我很忙，今天																												，想休息休息。

3)		这件衣服																																，你穿																												。

4)		今天不上课，我们																																				。

5)	明天星期天，我																																						。

3	 틀린	문장을	찾아	맞게	고쳐	보세요.

1)		A	你要吃苹果吗？

	 B	我要不吃苹果。

2)		A	星期日你想去不去玩儿？

	 B	我想去。你想不想去？

 즐거운 문화이야기

   즐거운 문화이야기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면적 약 16,410km2, 인구 약 2,173만 명(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상하이 다음

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상주인구가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초거대도시이다. 서울의 약 27배 면적에 2

배의 인구가 상주하는 셈이다. 

베이징은 전국시대에는 연燕나라의 수도였으

며, 후에 요辽, 금金, 원元, 명明, 청清나라를 거쳐 

중화민국中华民国 초기의 수도로서 800년의 역사

를 이어왔다. 1928년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며 수

도가 난징南京으로 옮겨지고 ‘베이핑北平’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으나, 이후 1949년 중화인

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의 수립과 함께 다시 수도

로 정해졌다. 

베이징은 국가역사문화 도시이자 세계에서 세

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이다. 3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궁故宫, 톈탄天坛, 만리장성长

城, 이허위안颐和园 등 수많은 명승고적을 관람할 

수 있다.

  면적: 16,410km2

  인구: 2172.9만명(2016년 기준)

  방언: 北京话

  대표 관광지: 톈안먼, 고궁, 이허위안, 만리장성, 명13릉 등

중국의 수도, 베이징

톈안먼과 베이징 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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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표현     12-05

1 我想买毛衣。 

 学习汉语 xuéxí Hànyû 看电影 kàn diànyîng

 发短信 fã duânxìn 喝水 hç shuî

2 我看看那件 毛衣。

 写 xiê｜课 kè｜生词 shçngcí

 穿 chuãn｜件 jiàn｜衣服 yåfu

 尝 cháng｜种 zhông｜橘子 júzi 

3  这件 毛衣不大也不小。 

 件 jiàn｜衣服 yåfu｜长 cháng｜短 duân

 课 kè｜生词 shçngcí｜多 duõ｜少 shâo

 확장 회화     12-06

1  今天的工作很多，我累极了。
 Jåntiãn de gõngzuò hên duõ, wô lèi jí le.

2  那个电影不太好，我不想看。
 Nàge diànyîng bú tài hâo, wô bù xiâng kàn.

3  请你介绍介绍北京吧。
 Qîng nî jièshào jièshào Bêijång ba.

3 0 1 句 로  끝 내 는  중 국 어 회 화표현으로 확장하기

 표현으로 확장하기

 간체자쓰기 노트

4 

01    你好！  안녕하세요!

 

你
nî

너, 당신

你

 

好
hâo

좋다

好

 

吗
ma

의문을 나타냄

吗

 

我
wô

나

我

 

很
hên

매우

很

 받아쓰기 노트

받아쓰기   11

10    邮局在哪儿？ 

STEP 1 	 녹음을	듣고	주어진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중국어로	써	보세요.			  tingxie 10-01

① ② ③ ④

2 앉다, 타다 1 앞쪽 4 멀다 1 곳, 장소

⑤ ⑥ ⑦ ⑧

y ~에서, ~로부터 3 곧, 바로 7 어떻게, 왜 2 가다, 걷다

STEP 2 	 녹음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tingxie 10-02

 ①  Zài yóujú pángbiãn. 

在 邮 局 。

 ②  Lí zhèr yuân bu yuân? 

离 这 儿 ？

 ③  Qîngwèn zài nâr zuò chç? 

在 哪 儿 坐 车 ？

STEP 3 	 녹음을	듣고	주어진	뜻에	해당하는	문장을	중국어로	써	보세요.			  tingxie 10-03

 ①     우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②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③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301句 미니북

8 301句 미니북   9

이것만 알면 초급 중국어 완성! 301개 문장만 쏙쏙 뽑은 301句 미니북

句 l 009 ~ 012 l 

일이 바쁩니까?009 

매우 바쁩니다. 당신은요?010 

나는 그다지 바쁘지 않습니다.011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십니까?012 

你工作忙吗？
Nî gõngzuò máng ma?
니 꽁쭈어 망 마

很忙，你呢？
Hên máng, nî ne?
헌 망 니 너

我不太忙。
Wô bú tài máng.
워 부 타이 망

你爸爸、妈妈身体好吗？
Nî bàba< mãma shçntî hâo ma?
니 빠바 마마 션티 하오 마

 mini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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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上

01 	你好！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11 	我要买橘子		

나는	귤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	사기①

02 	你身体好吗？	

건강은	어떻습니까?

	 안부	묻기

12 	我想买毛衣		

나는	스웨터를	사고	싶습니다

	 물건	사기②

03 	你工作忙吗？	

일이	바쁩니까?

	 근황	묻기

13 	要换车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04 	您贵姓？		
당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이름	묻기

14 	我要去换钱		

나는	환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환전하기

05 	我介绍一下儿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15 	我要照张相		

나는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전화하기

복습 1 복습 3

06 	你的生日是几月几号？		
당신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날짜	묻기

16 	你看过京剧吗？		
당신은	경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약속	정하기①

07 	你家有几口人？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가족	관계	묻기

17 	去动物园		

동물원에	갑니다

	 약속	정하기②

08 	现在几点？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각	묻기

18 	路上辛苦了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맞이하기①

09 	你住在哪儿？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거주지	묻기

19 	欢迎你		

환영합니다

	 맞이하기②

10 	邮局在哪儿？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	묻기

20 	为我们的友谊干杯！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합시다!	

	 접대하기

복습 2 복습 4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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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句  시리즈

최신개정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下

21 	请你参加		

참석해	주세요

	 초대하기

31 	那儿的风景美极了！			
그곳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행하기①

22 	我不能去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기

32 	买到票了没有？		

표를	샀습니까?

	 여행하기②

23 	对不起		

미안합니다

	 사과하기

33 	我们预定了两个房间   
우리는	방을	두	개	예약했습니다

	 여행하기③

24 	真遗憾，我没见到他			

그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유감	표현하기

34 	我头疼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진찰	받기

25 	这张画儿真美！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칭찬하기

35 	你好点儿了吗？		

좀	좋아졌습니까?

	 문병하기

복습 5 복습 7

26 	祝贺你			

축하합니다

	 축하하기

36 	我要回国了			

나는	귀국하려고	합니다

	 작별	인사

27 	你别抽烟了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권고하기

37 	真舍不得你们走				

당신들이	떠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송별

28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비교하기

38 	这儿托运行李吗？		

여기가	짐을	부치는	곳입니까?

	 짐	부치기

29 	我也喜欢游泳			

나도	수영을	좋아합니다

	 취미

39 	不能送你去机场了			

당신을	공항까지	배웅할	수	없습니다

	 배웅하기①

30 	请你慢点儿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어

40 	祝你一路平安			

가시는	길에	평안하시길	빕니다	

	 배웅하기②

복습 6 복습 8

*	합본의	목차는	상·하	목차	전체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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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신공략 중국어 
입문 
~고급

최고의 중국어 학습 교재,  
新 신공략 중국어 시리즈

	 	新	신공략	중국어	기초편,	초급편,	실력향상편	上·下,		

프리토킹편,	고급편,	완성편

	 	원제:	汉语口语速成

	 	실생활과	밀접한	화제에	바로바로	활용	가능한	본문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	100%	반영

기초편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역	|	192면	|	12,500원

초급편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역	|	224면	|	12,500원

실력향상편	上·下 	马箭飞,	苏英霞,	翟艳	저	|	변형우,	강필임	역	|	184면	내외	|		

각	권	11,500원

프리토킹편 	马箭飞,	李小英	저	|	박균우	역·감수	|	272면	|	15,000원

고급편 	陈若君,	马箭飞,	毛悦	저	|	조동매	감수	|	256면	|	17,000원

완성편 	马箭飞,	朱子仪,	郑蕊	저	|	216면	|	16,000원

*	기초편과	초급편은	선생님들께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기초편부터	실력향상편	下까지는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기초편부터	프리토킹편까지는	유료	동영상	강의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본	시리즈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최신개정판이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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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략  시리즈

 표현 다루기

 내공 쌓기

8

飞龙  Fçilóng   c 펄롱 [인명]

李钟文  Lî Zhõngwén   c 이종문 [인명]

猜  cãi   2 추측하다, 알아맞히다

一定  yídìng   34 반드시, 꼭, 일정하다

韩国  Hánguó   c 한국

聪明  cõngming   4 총명하다, 똑똑하다

法国  Fâguó   c 프랑스

希望  xåwàng   21 바라다, 희망

流利  liúlì   4 (문장, 말 따위가) 유창하다

公司  gõngså   1 회사

派  pài   2 ~를 보내다, 파견하다

先  xiãn   3 먼저, 우선

然后  ránhòu   그리고 나서

望月智子  Wàngyuè Zhìzî   c  모치즈끼 도모꼬 

[인명]

发音  fãyån   12 발음, 발음하다

关照  guãnzhào   2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 

爱珍  Ëizhçn   c 아이쩐 [인명]

同屋  tóngwñ   21 한 방을 쓰다, 룸메이트

结束  jiéshù   2 끝나다

一边……，一边……  yìbiãn…… yìbiãn……  

~하면서 ~하다

京剧  jångjù   1 경극 (중국의 주요 전통극의 하나)

从来  cónglái   3 지금까지, 여태껏

段  duàn   w 단락, 부분 (시간이나 사물 따위의 한 

부분을 나타냄)

日本  Rìbên   c 일본

美国  Mêiguó   c 미국

华侨  huáqiáo   1 화교

职员  zhíyuán   1 직원

印度尼西亚  Yìndùníxåyà   c 인도네시아

林福民  Lín Fúmín   c 린푸민 [인명]

特别  tèbié   34 특별히, 특별하다

为了  wèile   y ~을 위하여 

谈话  tán huà   2 얘기를 나누다, 담소하다 

단어 익히기 S h e n g c iTrack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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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익히기  회화 배우기

01 认识一下   |    17

1  李钟文이 같은 반의 친구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李 钟 文 :	 你好！我叫李钟文，韩国人。你呢？

李的同学 :	 																														。																						很高兴。

李 钟 文 :	 																							也																						。你的汉语怎么这样好？

	 在																						学的？

李的同学 :	 																														。你的汉语																														？

李 钟 文 :	 是在韩国学的，不太好。

李的同学 :	 在这儿学完以后，你打算去哪儿？

李 钟 文 :	 学完以后，我先回国看看家里人，																														。你呢？

李的同学 :	 我打算先																														，然后																														。

李 钟 文 :	 哟，要上课了，																						再聊(liáo 잡담하다)吧。

회화 연습 X u n l i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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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 연습

新 신공략 중국어  

01 	你好	

안녕하세요?

06 	我来介绍一下		

제가	소개할게요

11 	办公楼在教学楼北边		

사무동은	강의동	북쪽에	있어요

02 	你好吗		

잘	지내세요?

07 	你身体好吗		

건강은	어떠세요?

12 	要红的还是要蓝的		

빨간색을	드릴까요,	파란색을	드릴까요?

03 	你吃什么		

무엇을	드실래요?

08 	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3 	您给我介绍介绍		

추천	좀	해주세요

04 	多少钱		

얼마예요?

09 	你家有几口人		

식구가	몇	명이에요?

14 	咱们去尝尝，好吗		

우리	먹으러	갈래요?

05 	图书馆在哪儿		

도서관은	어디	있나요?

10 	现在几点		

지금	몇	시예요?

15 	去邮局怎么走		

우체국에	어떻게	가나요?

14

내공 쌓기 L i a n x i

1 두 개의 단어나 구를 선택하고 “先……，然后……”를 사용하여 작문해 보세요.

[보기]	 上课									去公安局(gõng8ãnjú 공안국)

	 	→		明天我先去上课，然后去公安局。

复习	 预习	

听写	 学新课

吃饭	 喝酒

想好去哪儿	 买火车票

去邮局寄信	 去商店买东西	

出去办点儿事	 跟朋友一起吃饭

2 “一边……，一边……”을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바꿔 보세요.  

①	 林福民练习写汉字的时候听音乐。

 ⇢

②	 主人去开门，问：“谁呀？”

 ⇢

③	 望月打扫房间的时候唱歌。

 ⇢

④	 爸爸喜欢看着电视吃饭。

 ⇢

⑤	 出租车司机开车的时候常常跟客人说话。
 (出租车 chñzñchç 택시, 司机 så j å 운전기사)

 ⇢

신공략중국어상.indb			14 2015-02-10			오전	9:39:47

01 认识一下   |    15

3 “是……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

4 아래 단문은 위 그림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세요.   

为了																			，上个星期小张和小李去上海了，今天中午回到北京。

下了火车，两个人都饿了。他们一边																				，一边																				，他

们想先																				，然后																				。

5 “一……都／也+不／没……”를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①	 A :	 你喜欢听中国歌吗？

	 B :	 喜欢，可是歌词(gçcí 가사)																														。

②	 A :	 昨天你睡得好吗？

	 B :	 昨天晚上楼上有人开晚会，声音很大，我																														。

③	 A :	 今天听写单词，谁的成绩最好？

	 B :	 大卫																														，得了100分。

北京
上海

上星期

昨天

上海 20:00      北京 12:00

上海 ○○公司

去哪里？
公司吗？  

先去吃饭吧！ 

신공략중국어상.indb			15 2015-02-10			오전	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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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신공략 중국어  초급편

01 	他正在等他爱人呢		

그는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요

06 	你去过香山吗		

샹산에	가본	적이	있나요?

11 	西安比北京还热		

시안은	베이징보다	덥습니다

02 	刚才你去哪儿了		

방금	어디	갔었나요?

07 	门开着		

문이	열려	있어요

12 	你把自行车放在哪儿了		

자전거를	어디에	세워	두었나요?

03 	秋天了		

가을이	되었어요

08 	你打错了		

잘못	거셨어요

13 	快把空调关上		

빨리	에어컨을	끄세요

04 	你游泳游得怎么样		

당신은	수영	실력이	어떤가요?

09 	她出去了		

그녀는	외출했어요

14 	钱包被小偷偷走了		

지갑을	소매치기에게	도둑맞았어요

05 	明天我就要回国了		

내일	저는	귀국합니다

10 	他恐怕去不了		

그는	아마도	갈	수	없을	거예요

15 	祝你一路平安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01 	认识一下		소개해	봅시다	

02 	吃点什么？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03 	在校园里		학교	교정에서

04 	住的麻烦		주거	문제

05 	怎么去好？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06 	做客		손님이	되다

07 	旅行计划		여행	계획

08 	生活服务		생활	서비스

09 	北京的市场		베이징의	시장

10 	为了健康		건강을	위하여

11 	购物		물건	사기

12 	谈论朋友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다

13 	旅行归来		여행에서	돌아오다	

01 	体育健身		운동으로	건강을

02 	各有所爱		다양한	취향

03 	理想的职业		이상적인	직업	

04 	业余爱好		취미

05 	中国家庭		중국의	가정

06 	看望病人		병문안	가다

07 	生活习惯		생활	습관

08 	看比赛		경기를	보다

09 	春夏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

10 	友好交往		우호적	교류

11 	你考得怎么样？ 	시험은	어땠어?

12 	告别		작별	인사를	하다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上 新 신공략 중국어  실력향상편 下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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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략  시리즈
초급 
~중급

	 	신공략	중국어	독해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편

	 	원제:	汉语阅读速成

	 	북경어언대학의	단계별	독해	교재	

	 	각종	기사,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의	본문	제공

	 	지문	독해	및	문제	풀이	시간을	명기하여	과학적인	학습법	제시

초급편 	毛悦,	梁菲,	张美霞	저	|	192면	|	17,000원

초급에서 중급으로 	毛悦,	越秀娟,	周阅	저	|	변형우	역	|	

208면	|	15,000원

중급편 	毛悦,	井梦然,	刘长征	저	|	변형우,	박성진	역	|	

168면	|	15,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초급편 	朱子仪,	郑蕊	저	|	176면	|	10,000원	

초급에서 중급으로 	郑蕊	저	|	변형우	역	|	208면	|	10,000원

중급편 	郑蕊	저	|	변형우,	여승환	역	|	208면	|	10,000원

*		초급편은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무료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신공략	중국어	리스닝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편

	 	원제:	汉语听力速成

	 	북경어언대학의	단계별	리스닝	교재

	 	일상생활부터	시사적	이슈까지	심도	있는	본문	제공

신공략 중국어 독해
초급 
~중급

19



체계적인 수준별 연습으로  
말하기 감각을 향상시킨다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원제:	发展汉语(第二版)_初级口语	

	 	한어병음	연습부터	시작해	실생활	활용도	100%의	회화문		

반복	학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말하기	훈련	→	필수	표현	→	말하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말하기	실력

초급1·2 	王淑红,	么书君	저	|	우정하,	류성준,	구양근,	유응구	역	|	140면	내외	|		

각	권	12,000원

중급1·2 	王淑红,	么书君	저	|	 1 	강희명	역	 2 	肖颖	역	|	212면	내외	|		

각	권	14,000원

*		초급	1과	초급	2는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와	유료	동영상	강의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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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한어  시리즈

 말하기 훈련

 필수 표현

 말하기 연습

 실전 말하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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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你好！		안녕하세요!

02 谢谢！		감사합니다!

03 今天星期一。오늘은	월요일이에요.

04 我是中国人。저는	중국인이에요.

05 我学习汉语。저는	중국어를	공부해요.

06 你们班有多少人？당신네	반은	몇	명인가요?

07 一共多少钱？ 	모두	얼마예요?

08		请问，银行在哪儿？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09 今天几月几号？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10 我每天8点上课。나는	매일	8시에	수업을	들어요.	

11 我住在留学生宿舍。나는	유학생	기숙사에	살아요.	

12 	我在北京学习汉语。	

나는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공부해요.

01 	你喜欢中餐还是西餐？	

당신은	중식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양식을	좋아하나요?

02 我搬家了。저	이사했어요.

03 周末我们去了天津。우리는	주말에	톈진에	갔어요.

04 你会教英语吗？		당신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05 圣诞节快到了。곧	크리스마스예요.

06 	我们每天打一个多小时乒乓球。	

우리는	매일	한	시간	정도	탁구를	쳐요.

07 电脑已经修好了。컴퓨터	수리는	이미	다	마쳤어요.

08 把照片贴在墙上。사진을	벽에	걸어요.

09 明天最高气温10度。내일	최고	기온은	10도예요.

10 我正在看新闻。저는	뉴스를	보는	중이에요.

11 时间过得真快。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1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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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한어  시리즈

01 我哪儿都没去过。나는	아무	데도	못	가	봤어요.

02 晚上早点儿睡。밤에는	일찍	자도록	해요.

03 咱们去爬山吧。우리	등산	가요.	

04 	我帮你拿上去吧。	

내가	당신이	들고	올라가는	걸	도와줄게요.

05 他是从新加坡来的。그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06 	这个颜色挺适合你的。	

이	색깔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07 越快越好。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08 	虽然听不懂，但是我喜欢。	

비록	알아듣지는	못해도	나는	좋아해요.

09 我怎么也睡不着。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 地铁比公共汽车快。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요.

11 	去药店不如去医院。	

약국에	가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게	나아요.

12 家家都是新房子。집집마다	모두	새	집이에요.

01 	他们都说我包的饺子好吃。	

그들	모두	내가	빚은	자오즈가	맛있다고	해요.

02 	每天除了上课，还做什么？	

매일	수업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하나요?

03 	我不在办公室，就在会议室。	

나는	사무실에	있지	않으면	회의실에	있어요.

04 	你赶快打电话预订吧。	

빨리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05 	我要一张去桂林的卧铺票。	

구이린에	가는	침대석	표	한	장	주세요.

06 	据说，这些都是手工的。	

듣기로	이것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	거래요.

07 	我在准备自己的简历。	

나는	내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08 	千万别再丢了。절대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09 	85%以上的人都看这个节目。	

85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봐요.

10 	您的行李超重了。당신의	수하물은	중량을	초과했어요.

11 	我们一定和您保持联系。	

저희는	꼭	당신과	계속	연락할	거예요.

발전 한어 말하기 중급 1 발전 한어 말하기 중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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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롭고 풍부한 연습으로  
듣기 감각을 향상시킨다

	 	발전	한어	듣기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원제:	发展汉语(第二版)_初级听力

	 	한어병음	연습부터	시작하는	쉬운	듣기	훈련

	 	활용도	높은	표현과	문형을	익히며	자연스러운	실력	향상

초급1·2 	么书君	저	|	강희명	역	|	235면	내외	|	각	권	15,000원

중급1·2 	张风格	저	|	강희명	역	|	184면	|	각	권	13,000원

*	초급	1과	초급	2는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와	유료	동영상	강의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발전 한어 듣기 
초급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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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따라	읽으며	새	단어를	익혀	보세요.		Track	3-13

姓  xìng 2 성이 ~이다

什么  shénme 7  무엇, 무슨, 어느, 어떤 

［사물을 물을 때 사용］ 

叫  jiào 2 (이름을) ~라고 부르다, (이름이) ~이다

名字  míngzi 1 이름, 성명

呢  ne 5  ［의문사의문문·선택의문문·반복의문문 등

의 끝에 쓰이는 조사］

请问  qîngwèn 2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실례지만) 말 좀 묻겠습니다

请  qîng 2  ~하세요, 청하다, 부탁하다 

问  wèn 2 묻다, 질문하다

贵姓  guìxìng 1 성, 씨［상대방의 성을 높이는 말］ 

山田佑  Shãntián Yòu c 야마다 유[인명]

日本  Rìbén c 일본[국가명]

李美丽  Lî Mêilì c 메리 리[인명]

张 Zhãng c 장[성씨 중 하나]

2.	 잘	듣고	따라	읽으며	구와	문장을	익혀	보세요.		Track	3-14

⑴ Xìng shénme?  姓什么？ 

⑵ Nî xìng shénme?  你姓什么？ 

⑶ Qîngwèn, nî xìng shénme?  请问，你姓什么？ 

⑷ Qîngwèn, nín guìxìng?  请问，您贵姓？ 

⑸ Wô xìng Shãntián.  我姓山田。 

⑹ Nî jiào shénme?  你叫什么？ 

⑺ Nî jiào shénme míngzi?  你叫什么名字？ 

⑻ Qîngwèn, nín jiào shénme míngzi?  请问，您叫什么名字？ 

⑼ Wô jiào Shãntián Yòu.  我叫山田佑。 

⑽  Wô xìng Lî, jiào Lî Mêilì.  我姓李，叫李美丽。 

 듣기 훈련 1     

1.	 본문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Track 3-15	

	 	 필요한 내용은 빈칸에 써 보세요. 모든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

�

�

�

�

2.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보세요.		

⑴ 你姓什么？

⑵ 你叫什么名字？

⑶ 你是哪国人，叫什么名字？

03  Nî jiào shénme míngzi?

01 발전한어 듣기 초급1 3교.indd   26-27 2013-02-27   오후 6:43:41

 듣기 훈련 Ⅰ·Ⅱ(중급) 듣기 워밍업 / 듣기 훈련(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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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한어 읽기·쓰기

암기와 모방 훈련으로  
읽기·쓰기 감각을 향상시킨다

	 	발전	한어	읽기·쓰기	초급	1,	초급	2,	중급

	 	원제:	发展汉语(第二版)_初级读写	

	 	짧은	문장	읽기와	한자	쓰기	연습부터	시작하는	쉬운	훈련

	 	‘읽기	훈련	→	쓰기	훈련	→	읽기·쓰기	연습’	순서로	체계적으로		

쌓는	읽기·쓰기	실력

李泉,	王淑红,	么书君	저	|	주재진	역	|	130면	내외	|	각	권	10,000원

*	초급	1과	초급	2는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무료

 실용 단어·표현 읽기  실전 읽기·쓰기 연습 Ⅰ·Ⅱ 읽기 훈련  쓰기 훈련

발전 한어  시리즈
초급 
~중급

25



새롭게, 쉽게, 재미있게,  
3박자에 맞춰 유쾌하게 배운다

	 	신개념	중국어	1,	2,	3,	4

	 	원제:	新概念汉语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내용과	간단하고	효과적인	학습법,	

교수법을	기초로	설계된	탄탄한	커리큘럼

	 	매	단원을	두	페이지로	구성하여	반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본문	학습과	연습

	 	1권,	2권:	新HSK	2~3급	수준	도달

	 	3권,	4권:	新HSK	4급	수준	도달

崔永华	저	|	 1 	 2 	임대근	역	 3 	 4 	임대근,	이수영	역	|	본책	136면	내외,		

워크북	120면	내외	|	각	권	15,000원

*	1권과	2권은	『교사용	지도서』와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워크북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신개념 중국어 
입문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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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새 단어 02-0302

02 他叫姚明。  29  

 Tã jiào Yáo Míng.

他叫姚明。
 그는 야오밍이라고 합니다.

 제시된 낱말을 활용해 녹음 속 질문에 답해 봅시다.  02-01 02-02

她  tã  7 그녀, 이[저] 사람[분]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봅시다.

                                                                                          

A 叫
jiào

            B 姓
xìng

            C 什
shénme

么            D 名
míngzi

字 
보
기

  Nî jiào                

⑴ 你叫 名
míngzi?

字？이름이 무엇인가요?

  Tã xìng Lín,                          

⑵ 他姓林，他
tã

林
Lín Mù.

木。그는 린 씨예요. 린무라고 합니다.

 Tã jiào

⑶ 她叫 ？그녀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tã jiào Wáng Fãngfãng.

⑷ 她
Tã

王
Wáng,

，她叫王方方。그녀는 왕 씨예요. 왕팡팡이라고 합니다.

 Wô                              

⑸ 我 刘
Liú,

， 刘
Liú Dàshuãng.

大双。저는 리우 씨예요. 리우다솽이라고 합니다.

                                           

⑹ 他
Tã

姚
Yáo,

，他
tã

姚
Yáo Míng.

明。그는 야오 씨예요. 야오밍이라고 합니다.

2 제시된 낱말을 활용해 이름을 묻고 답해 봅시다.  02-04

예 Tã jiào shénme (míngzi)?

他叫什么（名字）？

Tã xìng Lín,    jiào Lín Mù.

他姓林，叫林木。
他
tã

    林
Lín Mù

木

⑴ 他
tã

    李
Lî Xiâolóng

小龙 ⑵ 他
tã

    姚
Yáo Míng

明 
 

⑶ 他
tã

    王
Wáng Yùyång

玉英 ⑷ 他
tã

    丁
Dång Shãn

山

3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인의 이름을 말해 봅시다.

1 2 3

Wáng Yùyång 

王玉英
Dång Shãn

丁山
Mâ Huá

马华

4 5 6

Sñn Zhõngpíng

孙中平
Yú Wénlè

于文乐
Wú Míngyù

吴明玉

7 8 9

Dèng Lìjñn

邓丽君
Lî Xiâolóng

李小龙
Yáo Míng

姚明

연 습
예 Nî jiào shénme míngzi?

你叫什么名字？

Wô jiào Wáng Fãngfãng.

我叫王方方。

Wáng Fãngfãng

王方方 

 신개념 중국어 1, 2의 복습 과 

 신개념 중국어 1, 2의 학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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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어 05-02

05 画像  29  

 huà xiàng

画像
 초상화 그리기

05
 녹음을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05-01

Niánqångrén qîngqiú kçxuéjiã shénme?

年轻人请求科学家什么？젊은이는 과학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有一位科学家从来不让人为自己画像。但是有一次，他改变了态度。

有一天，一位年轻的画家请求为他画像，科学家说：“对不起，我没有时

间。”“先生，我非常需要卖这幅画儿的钱！”年轻人诚恳地说。“哦，那就

是另外一回事了。”科学家马上坐了下来，微笑着说：“年轻人，开始吧。”

 본문을 읽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Nà wèi kçxuéjiã bù xîhuan shénme?

 1 那位科学家不喜欢什么？그 과학자는 무엇을 좋아하지 않나요?

  Kçxuéjiã duì niánqång de huàjià shuõle shénme?

 2 科学家对年轻的画家说了什么？젊은 화가의 요청에 과학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Niánqångrén yòu zênme qîngqiú?

 3 年轻人又怎么请求？젊은이는 뭐라고 다시 요청했나요?

  Zuìhòu,     kçxuéjiã zênme le?

 4 最后，科学家怎么了？결국 과학자는 어떻게 했나요?

科学家  kçxuéjiã  1 과학자

从来  cónglái  3 지금까지, 여태까지

让  ràng  2 ~하게 하다

为  wèi  y ~를 위하여

自己  zìjî  7 자기, 자신

画像   huà xiàng  2 초상화를 그리다  

  huàxiàng  1 초상화

有  yôu  2 어느, 어떤

改变  gâibiàn  2 바꾸다, 바뀌다

态度  tàidu  1 태도

请求  qîngqiú  2 부탁하다, 요청하다 

幅  fú  w 폭[옷, 그림 등을 세는 단위]

诚恳  chéngkên  4 간곡하다, 간절하다

另外  lìngwài   7 다른, 별도의

回  huí  w 회, 번, 차례[일, 동작의 발생 빈도를 세는 단위]

微笑  wçixiào  2 미소 짓다

■	 有一位科学家从来不让人为自己画像。
	 	부사	‘从来’는	‘지금껏’이라는	뜻으로,	주로	부정형	문장에	쓰여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지금껏	해	본	적	없음’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활용	형식은	‘从来+不’나	‘从来+没’입니다.

■	 有一位科学家从来不让人为自己画像。
	 이	문장의	‘为	wèi’는	‘~를	위하여’라는	뜻을	나타내는	‘개사’입니다.

핵심 표현

이제껏 자신을 위해 초상화를 그려 보지 않은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 화가가 그를 위

해 초상화를 그려 주겠다고 하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그림을 판 돈이 정말로 필요합니

다!” 젊은이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 그건 또 다른 일이군요.” 과학자는 바로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시작하지요.”

有一位科学家从来        。但是   ，他   态度。有一天，

一位年轻的        ，科学家说：“   ，我    。”“先生，我

         钱！”年轻人   说。“哦，那就是      ”科

学家马上    ，微笑着说：“年轻人，   。”

본문 해석

본문 암송

Yôu yí wèi kçxuéjiã cónglái bú ràng rén wèi zìjî huà xiàng.       Dànshì yôu yí cì,  tã gâibiànle tàidu.     

Yôu yì tiãn,      yí wèi niánqång de huàjiã qîngqiú wèi tã huà xiàng,    kçxuéjiã shuõ:      ‘Duìbuqî,  wô méiyôu shí- 

jiãn.’        ‘Xiãnsheng,  wô fçicháng xñyào mài zhè fú huàr de qián^’       Niánqångrén chéngkên de shuõ.    ‘Æ,         nà jiù  

shì lìngwài yì huí shì le.’             Kçxuéjiã mâshàng zuòle xiàlai,                wçixiàozhe shuõ:     ‘Niánqångrén,       kãishî ba.’

 신개념 중국어 3, 4의 학습 과 

 신개념 중국어 1, 2의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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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연 습

05 画像  31  

활용

	 ‘핵심	표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지금껏	해	보지	않은	동작이나	행위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		 05-03

  Wô cónglái bú zài wâng shang gòuwù.

	 	 ⑴	 我从来不在网上购物。

  Lî Lán xìnggé hên hâo,    tã cónglái bù shçng qì.

	 	 ⑵	 李兰性格很好，她从来不生气。

  Zhè jiàn shì wô cónglái méi tångshuõguo.

	 	 ⑶	 这件事我从来没听说过。

  Shíyàn shåbàile hên duõ cì,  dàn tã cónglái méi xiângguo fàngqì.

	 	 ⑷	 实验失败了很多次，但他从来没想过放弃。

	 2	 행위,	동작의	대상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05-04

  Wânhuì shang,  tã wèi dàjiã biâoyânle yí ge jiémù.

	 	 ⑴	 晚会上，他为大家表演了一个节目。

  Ràng wômen wèi yùndòngyuán jiã yóu^

	 	 ⑵	 让我们为运动员加油！

  Qîng nín wèi wômen pãi zhãng héyîng hâo ma?

	 	 ⑶	 请您为我们拍张合影好吗？

  Míngtiãn shì yéye de shçngrì,  wô wèi tã zhûnbèi le yí fèn shçngrì lîwù.

	 	 ⑷	 明天是爷爷的生日，我为他准备了一份生日礼物。 

性格  xìnggé  1	성격	|	听说  tångshuõ  2	듣자	하니	~라고	한다	|	实验  shíyàn  1	실험	|	失败  shåbài  2	실패하다	|	想  
xiâng  2	생각하다	|	放弃  fàngqì  2	포기하다	|	晚会  wânhuì  1	저녁	모임,	회식	|	表演  biâoyân  2	연기하다,	공연하다	|	

加油  jiã yóu  2	힘을	내다	|	合影  héyîng  1	단체	사진	|	份  fèn  w	[선물,	문건	등을	세는	단위]

 확장 단어   05-05

1 제시된	낱말과	‘从来’를	알맞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⑴	 收
shõushi

拾     房
fángjiãn

间     丈
zhàngfu

夫     不
bù

 

 ⑵	 下
Xiàguo

过     雪
xuê

     海
Hâinán

南     没
méi

                               

	 ⑶	 我
wô

     没
méi

     这
zhège rén

个人     见
jiànguo

过   

 ⑷	 喝
hç

     不
bú fàng táng

放糖     咖
kãfçi

啡     小
Xiâo Sñn

孙 

2 제시된	낱말과	‘为’를	사용해	그림	속	상황을	말해	봅시다.		

⑴ ⑵	 ⑶ ⑷

fã jiâng

发奖
huà zhuãng

化妆
ná càidãn

拿菜单
dìng fçijå piào

订飞机票

3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봅시다.	

                                          
A 报

bàozhî

纸 B 词
cídiân

典 C 杂
zázhì

志 D 照
zhàopiàn

片 E 中
zhõngguóhuà

国画

                                              
F 字

zìdiân

典 G 书
shñ

 H 票
piào

 I 护
hùzhào

照 J 画
huàxiàng

像

보
기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4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연 습

제시된	간체자가	모두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画 家

诚 求

간 체 자

 신개념 중국어 3, 4의 복습 과 

 신개념 중국어 3, 4의 워크북 

신개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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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你叫什么名字？이름이	무엇인가요? 21	苹果多少钱一斤？사과	한	근에	얼마인가요?

02	他叫姚明。그는	야오밍이라고	합니다.

	 동사술어문,	의문사를	쓴	의문문	①

22	香蕉怎么卖？바나나는	어떻게	팔아요?

	 ‘多少钱’과	‘怎么卖’,	양사	‘斤’,	금액	표현

03	他是中国人。그는	중국인입니다. 23	银行怎么走？은행에는	어떻게	가나요?

04	他是哪国人？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是’자문,	의문사를	쓴	의문문	②,	부사	‘也’

24	那个白色的大楼就是。바로	저	흰색	큰	건물입니다.

	 ‘장소+怎么走�’	문형,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	‘往’,	강조	어기의	부사	‘就’

05	您是木先生吗？무	선생님이신가요? 25	我坐公共汽车上班。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06	他是王经理。그는	왕	사장입니다.

	 ‘吗’자	의문문,	소유·종속을	나타내는	‘的’,	부정을	나타내는	‘不’

26	姐姐怎么去机场？누나는	어떻게	공항에	가나요?

	 의문사를	쓴	의문문	⑤,	연동문	①	

07	他做什么工作？그는	무슨	일을	하나요? 27	我去埃及旅游了。저는	이집트에	여행을	갔습니다.

08	她很忙。그녀는	바쁩니다.

	 형용사술어문,	정반의문문

28	昨天你做什么了？어제	무엇을	했나요?

	 	이미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了’,	연동문	②,	시간상	빠름을	나타내는	부사	‘就’

09		他们喜欢做什么？ 
그들은	무엇	하기를	좋아하나요?	

29		早上六点半出发，怎么样？		

아침	여섯	시	반에	출발하면	어떤가요?

10		我喜欢上网。	

저는	인터넷	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어+喜欢+목적어,	범위를	나타내는	‘都’,	조사	‘呢’

30		星期日下午我们去打篮球吧。	

일요일	오후에	우리	농구하러	갑시다.

	 조사	‘吧’,	‘제안+怎么样？’	문형,	‘시간+장소+见’	문형

11	我有一个姐姐。저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31	他个子很高。그는	키가	큽니다.

12	他家有几口人？그의	집은	식구가	몇인가요?

	 ‘有’자문,	양사	‘个’,	의문사를	쓴	의문문	③	

32	她身材不好。그녀는	몸매가	좋지	않습니다.

	 주술술어문

13	我的钥匙在哪儿？내	열쇠가	어디	있지? 33	北京天气怎么样？베이징은	날씨가	어떤가요?

14	报纸在电脑旁边。신문은	컴퓨터	옆에	있습니다.

	 ‘在’자문,	의문사를	쓴	의문문	④	

34 莫斯科冬天常常下雪。모스크바는	겨울에	자주	눈이	옵니다.

	 명사술어문

15	这条红色的裙子好看吗？이	빨간색	치마	예쁜가요? 35 你感冒了。감기에	걸렸군요.

16	这个黄色的沙发很舒服。이	노란색	소파는	편합니다.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的’,	‘주어+怎么样？’	문형

36 他怎么了？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변화를	나타내는	‘了’,	동사의	중첩,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	‘在’

17	春节是农历1月1日。춘지에는	음력	1월	1일입니다. 37 他们在做什么？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18	元宵节是几月几日？위앤샤오지에는	몇	월	며칠인가요?

	 연,	월,	일	표현

38 爷爷在打太极拳。할아버지는	태극권을	하고	계십니다.

	 부사	‘(正)在’

19	现金还是刷卡？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39 房间收拾完了。방	정리를	끝냈습니다.

20		您要大的还是小的？	

큰	것으로	드릴까요,	작은	것으로	드릴까요?

	 명량사,	선택의문문,	명사	역할을	하는	‘……的’

40 	爸爸听懂了。	

아빠는	알아들으셨습니다.

	 결과보어,	과거의	행위를	부정하는	‘没’

신개념 중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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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我是坐飞机去的。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21 	我们举行了一次演讲比赛。	

우리는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02	我是今年来中国的。저는	올해	중국에	왔습니다.

	 ‘是……的’	문형,	‘跟+사람+一起’

22 	我打了三次电话。저는	전화를	세	번	걸었습니다.

	 동량사,	겸어문

03	我要订一辆车。차를	한	대	예약하려고	합니다. 23 	我学了两年汉语了。저는	중국어를	2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04		我要退房。	

체크아웃하려고	합니다.

	 바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	반문을	나타내는	‘不是……吗？’

24 	王老师教了十年汉语了。	

왕	선생님은	중국어를	10년째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간의	길이를	묻는	‘多长时间’,	시량보어

05		你起得真早。	

당신은	정말	일찍	일어나는군요.

25 	“北京楼”的炸酱面比“老北京”的好吃。	

‘베이징러우’의	짜장면이	‘라오베이징’보다	맛있습니다.

06		安妮汉语说得很流利。	

애니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상태보어,	명사의	중첩

26 	这个城市比那个城市暖和。	

이	도시가	저	도시보다	따뜻합니다.

	 비교문을	만드는	개사	‘比’

07 	我会唱京剧。	

저는	경극을	할	줄	압니다.

27 	你们的习惯跟我们不一样。	

당신들의	관습은	우리와	다릅니다.

08 	你会用筷子吗？ 
젓가락질할	줄	아나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会’,	부사	‘还’

28 	今天的节目跟昨天一样精彩。	

오늘	프로그램은	어제처럼	훌륭합니다.

	 ‘A+跟+B+一样’	문형,	시점을	나타내는	‘……的时候’

09 	我方便的时候你不能来。제가	‘方便’할	때는	오면	안	됩니다. 29 	我做过销售员。저는	판매원을	해	봤습니다.

10 	这儿能不能停车？여기	주차할	수	있나요?

	 조동사	‘能’,	수량사	‘一下’

30 	你去过多少个国家？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	봤나요?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	‘过’,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虽然……,	但是……’

11 	你能爬上去吗？올라갈	수	있겠어요? 31 	我送她一束花儿。저는	그녀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할	것입니다.

12 	太阳出来了。	

해가	나왔습니다.

	 방향보어

32 	警察罚了我一百块钱。	

경찰이	저에게	벌금	100위앤을	물렸습니다.

	 이중목적어를	취하는	겸어동사	‘送’,	‘형용사/동사+极了’	문형

13 	现在还买得到票吗？지금도	표를	살	수	있나요? 33 	还是有点儿贵。그래도	좀	비쌉니다.

14 	方方听不懂西班牙语。팡팡은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능보어

34 	这个菜有点儿咸。이	요리는	좀	짭니다.

	 ‘有点儿’과	‘一点儿’,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如果……,	就……’

15 	请把行李箱打开。여행용	가방을	열어	주세요. 35 	在海边晒晒太阳。해변에서	햇볕을	쬡니다.

16 	你把车停在哪儿了？ 
차를	어디에	세웠나요?

	 ‘把’자문

36 	我想试试那件蓝色的毛衣。	

저	파란색	스웨터를	입어	보고	싶습니다.

	 동사의	중첩,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因为……,	所以……’

17 	哪个队会赢？어느	팀이	이길까요? 37 	胳膊被撞伤了。팔을	부딪혀	다쳤습니다.

18 	明天会下雨吗？내일	비가	올까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会’,	‘의문대사+也/都’

38 	菜单被服务员拿走了。메뉴는	종업원이	가져갔습니다.

	 ‘被’자문

19 	我看了一场中文电影。저는	중국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39 	我要回国了。저는	곧	귀국합니다.

20 	你学了几门外语？외국어를	몇	가지	배웠나요?

	 완료를	나타내는	‘了’,	개사	‘跟’

40 飞机马上就要起飞了。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임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要……了’,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	‘打算’

신개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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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중국어 3

01 第一次上路		첫	번째	운전

	 ‘即……又……’	문형,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	‘又’

11 水星		수성

	 동사	‘算是’,	거리를	나타내는	‘A+离+B+近/远’

02 您找我有事儿吗？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진행·지속을	나타내는	조사	‘着’,	부사	‘却’

12 送蜡烛		초	선물하기

	 부사	‘原来’,	개사	‘给’

03 一片绿叶		파란	나뭇잎	하나

	 一	+양사	중첩,	방향보어	‘下来’

13 卖扇子		부채	팔기

	 방향보어	‘起来’,	방향보어	‘上来’

04 影子		그림자

	 ‘又……又……’	문형,	부사	‘一直’

14 找声音		소리	찾기

	 ‘一……就……’	문형,	부사	‘终于’

05 画像		초상화	그리기

	 부사	‘从来’,	개사	‘为’

15 一封被退回来的信		되돌아온	편지	한	통

	 부사	‘竟然’,	이유/원인을	묻는	‘怎么’

06 想哭就哭吧。울고	싶으면	우세요.

	 ‘想……就……’	문형,	부사	‘反而’

16 汽车的颜色和安全		자동차의	색깔과	안전

	 부사	‘尤其’,	‘不是……,	而是……’	문형

07 照片是我照的。사진은	제가	찍었어요.

	 부사	‘才’와	‘就’,	‘장소+동사술어+着+대상’	문형

17 明天别来了。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	‘地’,	금지를	나타내는	‘别……了’

08 采访		인터뷰하기

	 ‘把+A+동사+成+B’,	부사	‘一定’

18 狗不理		거우부리

	 부사	‘还’,	부사	‘只好’

09 袁隆平		위앤룽핑

	 방향보어	‘出’,	접속사	‘并’

19 不敢说。말할	용기가	없어요.

	 부사	‘必须’,	개사	‘跟’

10 幸福像自助餐。행복은	뷔페와	같습니다.

	 비슷함을	나타내는	‘像’,	개사	‘对’

20 数字中国		숫자로	보는	중국

	 숫자	읽기,	백분율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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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중국어 4

01 孔子		공자

	 동작의	주체를	이끄는	개사	‘由’,	‘A对B产生影响’	문형

11 海豚和鲨鱼		돌고래와	상어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	‘朝’,	‘只要A,	就B’	문형

02 手机短信		문자	메시지

	 	목적/수단/방법을	이끄는	개사	‘通过’,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越来越’

12 	什么也没做。	

아무것도	안	했어요.

	 ‘连……都/也’	문형,	부사	‘总是’

03 空马车		빈	마차

	 	除了+A(+以外),	还+B’	문형,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越+A+越+B’

13 	老年人的休闲生活			

노인들의	여가	생활

	 사례를	열거하는	‘有的……’,	‘一边……一边……’	문형

04 海洋馆的广告		해양박물관의	광고

	 부사	‘眼看’,	부사	‘到处’

14 青藏铁路		칭짱철도

	 가정을	나타내는	조사	‘……的话’,	부사	‘甚至’

05 筷子		젓가락

	 	방향보어	‘出来’의	파생용법,		

방법이나	기준을	이끄는	개사	‘按照’

15 	地球一小时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선택을	나타내는	접속사	‘或者’,	방향보어	‘上’의	파생용법

06 慢生活		슬로우	라이프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应该’,	‘不只A,	还B’	문형

16 母亲水窖		어머니의	우물

	 부사	‘大都’,	이중부정을	통한	긍정	‘不得不’

07 剪裤子		잘린	바지

	 이유/목적을	이끄는	개사	‘为了’,	방향보어	‘起’의	파생용법

17 月光族		위에광족

	 ‘只有A,	才B’	문형,	‘不仅A,	还B’	문형

08 吐鲁番		투루판

	 명칭을	나타내는	‘称为’,	시점을	나타내는	‘当……的时候’

18 细心		세심함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	‘都’,	관점을	나타내는	‘对……来说’

09 坐电梯		엘리베이터	타기

	 ‘除非A,	才B’	문형,	부사	‘只’

19 丝绸之路		실크로드

	 ‘把+A+동사술어+为+B’	문형,	부사	‘几乎’

10 有趣的谐音词		재미있는	해음자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	‘使’,	접속사	‘而’

20 汉语和唐人街		중국어와	차이나타운

	 유래나	어원을	이끄는	‘来自’,	‘所+동사+的’

신개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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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중급

카이신 시리즈와 함께하는  
중국어 기본기 탄탄 프로젝트

	 	카이신	중국어	회화	1,	2,	3,	4

	 	흥미	유발과	반복	학습이	가능한	입문용	회화	시리즈

	 	각	권당	2개월	학습으로	중급	단계까지	마스터

	 	1권,	2권:	발음과	기초	회화를	학습하며	기본기를	다지는		

입문·초급	단계

	 	3권,	4권: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회화	표현과	어법을	학습하는	

초·중급	단계

한민이	저	|	164면	내외	|	각	권	13,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카이신 중국어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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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신  시리즈

 나의 회화 수첩

 어법 노하우 대 공개

 차근차근 실력 확인

 학습 포인트

 숨겨 둔 문장 실력

 나만의 복습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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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모와	운모

02 성조

03 您好！		안녕하세요!

04 我是韩国人。저는	한국인이에요.

05 这是手机。이것은	휴대전화야.

06 复习		복습

07 我有自行车。나는	자전거가	있어.

08 我家有四口人。우리	집은	네	식구야.

09 我姐姐很漂亮。우리	누나는	예뻐.

10 爸爸去出差。아빠는	출장	가셔.

11 今天星期六。오늘은	토요일이에요.

12 复习		복습

01 下午两点。오후	2시입니다.

02 这条裤子多少钱？이	바지	얼마인가요?

03 我今年二十周岁。나는	올해	만	스무	살이에요.

04 豆豆眼睛很大。콩알이는	눈이	커요.

05 我给你打电话。내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06 复习		복습

07 饭店在银行对面。호텔은	은행	맞은편에	있어요.

08 	我送你一束玫瑰花。	

당신에게	장미	한	다발	선물할게요.

09 我会游泳。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10 我见了高中同学。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11 快考试了。시험이	코앞이에요.

12 复习		복습

카이신 중국어 회화 1 카이신 중국어 회화 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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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我们坐飞机去上海。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	가.

02 你唱歌唱得真棒！		너	노래	정말	잘	부른다!

03 我来晚了。제가	늦었습니다.

04 我见过他几次。나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05 我在中国住了三年。나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살았어.

06 复习		복습

07 你快下来吧。얼른	내려와.

08 	我跟校长商量商量。	

제가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볼게요.

09 我走回来了。나는	걸어	돌아왔어요.

10 现在能买得到。지금	살	수	있어요.

11 我在看篮球比赛。나는	농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12 复习		복습

01 我请你吃晚饭。제가	저녁을	대접할게요.

02 外边正下着雨。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03 走着去有点儿远。걸어가면	좀	멀어요.

04 他比我小两岁。그는	나보다	두	살	어려.

05 像白雪公主一样漂亮。백설	공주처럼	예뻐.

06 复习		복습

07 我想把这个给你。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08 我们是坐火车来的。우리는	기차를	타고	왔어요.

09 我的戒指被偷了。내	반지를	도둑맞았어.

10 我的涨了百分之三十。내	것은	30%	올랐어요.

11 为了美好的新年，干杯！		멋진	새해를	위해	건배!

12 复习		복습	

카이신 중국어 회화 3 카이신 중국어 회화 4

카이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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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고급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2 我在银行工作。

大学 dàxué 

医院 yåyuàn  

书店 shñdiàn 

1 你是中国人吗？

学生 xuésheng 

老师 lâoshå

医生 yåshçng

医生 yåshçng  의사  |  医院 yåyuàn  병원  |  书店 shñdiàn  서점  |  汉语 Hànyû  중국어  |  数学 

shùxué  수학  |  历史 lìshî  역사

어휘플러스

CD1  42

3 我教英语。

汉语 Hànyû  

数学 shùxué

历史 lìshî

 바꿔 봐요

 가지를 치다 !

5 _ 你是哪国人？   69

 표현, 가지를 치다!  연습, 실력이 늘다! 문장, 리듬을 만나다!  어법, 회화에 날개를 달다!

아카데믹하게 배우는 정통 중국어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다락원의	공동	기획	및	집필

	 Step	1,	Step	2:	발음과	기초	회화를	마스터하는	단계

	 Step	3,	Step	4:	중급	수준의	문장들을	마스터하는	단계

	 Step	5,	Step	6:	중국어로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

1 	 2 	박정구,	백은희	저	 3 	 4 	 5 	 6 	박정구,	백은희,	马雯娜	저	|	교재	204면	내외,		

워크북	70면	내외	|	각	권	13,800원

*	Step	1과	Step	2는	선생님들께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Step	1부터	Step	4까지는	유료	동영상	강의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워크북 오디오
CD

MP3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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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爸爸妈妈		아빠	엄마

	 성조,	단운모,	성모

02 你好！		안녕하세요!

	 a,	o,	e로	시작하는	운모

03 你最近怎么样？요즘	어떻습니까?

	 i,	ü로	시작하는	운모

04 您贵姓？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u로	시작하는	운모,	er화

05 你是哪国人？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是자문,	개사	在,	인칭대사

06 你家有几口人？당신은	가족이	몇	명입니까?

	 중국어	숫자	표현,	양사,	有자문,	나이를	묻는	표현,	多+형용사

07 现在几点？지금	몇	시입니까?

	 시각의	표현,	년/월/일/요일	표현,	명사술어문,	조사	吧

08 복습	01

09 多少钱？얼마입니까?

	 런민삐	읽는	방법,	정반(正反)의문문,	조동사

10 你想吃什么？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시태조사	过,	조동사	会/想,	연동문

11 张明在吗？장밍	있습니까?

	 겸어문,	개사	给

12 问路		길	묻기

	 방위사,	존재문(有,	在,	是)

13 天气怎么样？날씨가	어떻습니까?

	 比	비교문,	감탄문,	不用,	听说

14 旅行		여행

	 선택의문문,	개사	离,	‘从A到B’,	‘如果’

15 복습	0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1

01 我每天学习五个小时。나는	매일	다섯	시간	공부합니다

	 시태조사	了,	시량보어

02 	昨天的联欢会开得怎么样？	

어제	친목회는	어땠습니까?

	 상태보어,	동사의	중첩,	동작의	진행

03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합니다!

	 결과보어,	어기조사	了,	‘就要……了/快(要)……了’

04 我头疼。저는	머리가	아파요

	 주술술어문,	동량보어,	有(一)点儿	/	(一)点儿

05 	你在这儿等着，我去买票。	

당신은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난	표를	사러	갈게요

	 시태조사	着,	반어문

06 那些画儿都画得好极了。그	그림들은	정말	잘	그렸어요

	 부정사	没(有),	정도보어,	就/才

07 速度比以前快两倍。속도가	예전보다	두	배	더	빠릅니다	

	 비교수량보어,	得/不用,	‘除了……(以外)’

08 복습	01

09 一路上辛苦了。오시는	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사+在/到+명사,	겸어동사,	一点儿也不……

10 	一美元兑换多少人民币？		

1달러는	런민삐	얼마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방향보어1,	‘又……又……’,	‘只要……就……’

11 有没有一室一厅的？	방	한	칸,	거실	한	칸짜리	있습니까?

	 형용사	중첩,	존현문

12 	请您把房卡和早餐券拿好。	

객실카드와	조식권을	가져가십시오

	 방향보어2,	把자문

13 火车上也买得到。기차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가능보어,	是……的

14 祝你一路平安。가시는	길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被자문,	舍不得……

15 복습	0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2

마스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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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请问，您怎么称呼？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一会儿’,		‘以为……’,	‘虽然……,	但是……’,	‘为了……’,		

‘因为……,	所以……’,	‘一边……,	一边……’

02 	早上在便利店打工。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已经……了’,	‘比……多了’,	‘……了……就’,	‘不是……吗？’,		

‘或者……,	或者……’,	‘有时……,	有时……’

03 	这个学期我们努力学习吧！			

이번	학기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什么！’,	‘可’,	‘光’,	‘……起来’,	‘不管……’

04 	我是篮球迷。나는	농구광이야.

	 	‘没有……那么[这么]……’,	‘等……’,	‘咱们’,	‘A不如B’,	‘因此’

05 	我哥是双眼皮，高鼻梁。	

우리	형은	쌍꺼풀에	콧날이	오뚝해.

	 	‘看上去’,	‘……出来’,	‘……是……,	不过……’,	‘却’,		

‘一……,	就……’

06 	请问，您想买什么鞋？어떤	신발을	사려고	하십니까?

	 	‘双’,	‘不怎么’,	‘打……折’,	‘稍微’,	‘……上’

07 복습	01

08 	我们去肯德基吃午饭怎么样？			

우리	KFC	가서	점심	먹는	것	어때?

	 	‘谁都……’,	‘连……都……’,	‘既然……’,	‘……什么,	……什么’,	

‘……起来’

09 	最好住院观察一下。	

입원해서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어요.

	 	‘不但不[没]……,	反而……’,	‘再……也……’,	‘不然……’,	

‘对……进行……’,	‘只好’

10 	我正要给你打电话呢。	

내가	막	네게	전화	하려던	참이었어.

	 	‘正要’,	‘怎么也……’,	‘万一/如果’,	‘……来着’,	‘到时候’

11 	你们坐过站了。당신들은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偏偏’,	‘不但……,	而且……’,	‘可……了’,	‘该’,		

‘就是……,	也……’

12 	我想把这个包裹寄往韩国。	

이	소포를	한국으로	부치려고	합니다.

	 	‘……往’,	‘按照……’,	‘说不定’,	‘既……,	也……’,	‘正好’

13 	这个假期我打算去旅行。	

이번	방학에	나는	여행을	가려고	해.

	 	‘……多’,	‘不是……,	就是……’,	‘没……什么……’,		

‘顺便’,	‘与其……,	不如……’

14 복습	02	

01 	我有了女朋友，感觉特别幸福。	

나	여자	친구가	생겨서	참	행복해.

	 ‘要么……,	要么……’,	‘好’,	‘A就A(吧)’,	‘只有……才……’,	‘就’

02 	你想做什么样的发型？어떤	헤어스타일	하실	거예요?

	 ‘显得……’,	‘是不是’,	‘不妨’,	‘……着呢’,	‘要不’

03 	手机和电脑都坏了。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모두	고장	났어.

	 	‘……来……去’,	‘有+명사	+	동사’,	‘到底’,	‘好不容易’,		

‘非得……不可’

04 	我把书包忘在出租车上了。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렸어.

	 	‘동목이합사’,	‘连A带B’,	‘除非……,	否则……’,		

‘倒是……,	只是……’,	‘이중목적어문’

05 	今天没准备什么，请大家随意。		

오늘	별로	준비한	것은	없지만	모두들	많이	드세요.

	 ‘表示……’,	‘以A为B’,	‘以便’,	‘人家’,	‘동사+下’

06 	沙尘暴越来越频繁。황사가	갈수록	잦아지네.

	 ‘又’,	‘从来’,	‘从……起’,	‘以防’,	‘差点儿’

07 	복습	01

08 	我开始去健身房锻炼身体了。	

나는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어.

	 	‘기간+没/不……’,	‘……也好,	……也好’,	‘……下去’,	‘必须’,	‘尽量’

09 	听说你正在上烹饪学习班？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竟然’,	‘동사+着’,	‘往……’,	‘동사+成……’,	‘够……的’

10 	我通过上网，和国内外的亲朋好友们聊天。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외의	친구들과	채팅을	해.

	 ‘비술어성	형용사’,	‘别提……’,	‘随着’,	‘难道’,	‘嘛’

11 	韩国的电视剧的确让人着迷。	

한국의	TV	드라마는	정말	사람을	빠져들게	해.

	 ‘哪怕……,	也……’,	‘就’,	‘上下’,	‘在……上’,	‘值得’

12 	你毕业后想做什么工作？	

너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니?

	 	‘肯……’,	‘宁可A也不B’,	‘任何’,	‘何必……呢？’,		

‘只不过……罢了’

13 	中国的风俗文化真是越听越有趣。	

중국의	풍속문화는	정말	들을수록	재미있어.

	 ‘以来’,	‘再……不过了’,	‘难得’,	‘……过来’,	‘不是A,	而是B’

14 	복습0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3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4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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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我是新来的实习生。저는	새로	온	인턴사원입니다.

	 ‘先……,	然后……’,	‘经’,	‘没少’,	‘尽管’

02 	中国人为什么这么喜欢喝茶？		

중국인은	왜	이렇게	차	마시는	걸	좋아하나요?

	 	‘跟……相比’,	‘还是’,	‘동사+个+형용사/동사’,		

‘不……不……也得……吧’

03 	你能给我介绍介绍中国人的饮食礼仪吗？	

중국인의	식사	예절에	대해	소개	좀	해	주실래요?

	 ‘少说也有’,	‘양사(量词)의	중첩’,	‘……惯’,	‘什么……不……的’

04 		你猜猜我的血型是什么？	

내	혈액형이	뭔지	알아맞혀	볼래요?

	 	‘从……来看’,	‘不见得’,	‘说不定’,	‘反而……’

05 	没想到狗也接受教育！		개도	교육을	받다니!

	 	‘……不得了’,	‘被……所……’,	‘省得’,	‘这不’

06 	복습	01

07 	你是怎么看待“整容”这个问题的？			

너는	성형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니?

	 	‘在……看来’,	‘在于……’,	‘长……短……’,	‘莫非’

08 	听说你正在准备结婚，够忙的吧？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지?

	 	‘趁……’,	‘……齐’,	‘少不了’,	‘别说A,	就(是)B也’

09 	我也很想了解一下中国人的结婚风俗。	

중국인의	결혼	풍습도	알고	싶어.

	 	‘……来’,	‘형용사+비교	대상’,	‘该多……啊’,		

‘……吧……,	……吧……’

10 	想要男孩儿还是女孩儿？	

아들을	원해,	아니면	딸을	원해?

	 	‘一……比一……’,	‘对……来说’,	‘每’,	‘至于……’

11 	中国男人的确比韩国男人多做不少家务。	

중국	남자들은	확실히	한국	남자들보다	집안일을	휠씬	더	많이	

해요.

	 	‘多+동사+비교	수량’,	‘再……也……’,	‘否则……’,		

‘一来……,	二来……’

12 	복습	02

01 	真没想到中国人的姓有这么多的来源。	

중국인의	성씨가	이렇게	많은	유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直’,	‘甚至’,	‘一旦……(就)’,	‘于’

02 	中国人把炎帝和黄帝视为中华民族的始祖。	

중국인은	염제와	황제를	중화민족의	시조로	여겨요.

	 	‘所谓……’,	‘好比……’,	‘……下来’,	‘之所以……’

03 	中国人为什么这么喜欢红色呢？			

중국인은	왜	이렇게	붉은색을	좋아해요?

	 	‘还……呢’,	‘各有各的……’,	‘受……’,	‘则’

04 	中国人好像对谐音词很敏感。	

중국인은	해음어에	민감한	것	같아요.

	 	‘要A有A，要B有B’,	‘再说’,	‘未必……’,	‘不至于……’

05 	为什么看京剧既叫“看戏”也叫“听戏”呢？	

왜	경극을	보는	것을	‘극을	본다’고도	하고	‘극을	듣는다’고도	

하지요?

	 	‘由’,	‘为(了)……起见’,	‘用以’,	‘使得’

06 	복습	01

07 	中国武术的确有着独特的魅力。	

중국무술은	확실히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在……下’,	‘……就是了’,	‘……也是……不如’,	‘一肚子’

08 	孙悟空护送玄奘去西天取经所经的也是丝绸之路。	
손오공이	현장을	모시고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갈	때	거쳐	간	

것도	실크로드이지요.

	 	‘时……时……’,	‘直到……’,	‘白……’,	‘何况’

09 	北京是从何时开始成为中国首都的呢？	

베이징이	언제부터	중국의	수도였던	거지요?

	 ‘要说’, ‘可见’, ‘……不过’, ‘명사구+了’

10 	为什么说唐诗是中国古代诗歌的顶峰呢？	

왜	당시를	중국고대시가의	절정이라고	하지요?

	 	‘发……’,	‘……似的’,	‘A有A的……,	B有B的……’,	‘何尝’

11 	方言与普通话还有哪些不同之处？	

방언과	표준어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才……又……’,	‘没什么……’,	‘大/小+양사’,	‘不免’

12 	복습	02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5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Step 6

마스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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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중국어 
입문 
~초급

 간체자 / 문화와 상식 회화 / 어법 / 활용과 연습

생 날 것의 느낌 그대로  
입이 트이는 중국어 회화 교재

	 	리얼	중국어	1,	2

	 	중국어	초급자라도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

	 	말하기·듣기·쓰기	기능을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충분한		

복습	가능

	 	1권:	발음·간체자·기본	문장	구조	등의	기초	다지기

	 	2권:	주제별	필수	단어와	생생한	표현을	어법	지식과	함께	익히기

박찬욱	저	|	교재	184면,	워크북	40면	|	각	권	13,5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워크북 MP3 
CD

MP3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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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시리즈

01 	你好！		안녕!

	 	중국어	기본	문형과	어순,	‘……呢？’,	‘……吗？’

02 	请你自我介绍一下。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这儿,	那儿,	哪儿’,	‘수식어+(的)+명사’,	‘A是B’	문형,	명사술어문

03 	我家有三口人。우리	가족은	셋입니다.

	 	‘不’와	‘没(有)’,	의문사를	쓴	의문문,	개사구,		

동사+동작이	행해진	시간

04 	办公楼怎么走？사무실	건물에는	어떻게	가나요?

	 	동사	‘在’,	‘	……吧？’,	부사	‘都’,	보어	‘到’

05 	我今天有考试。나는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양사,	이합동사,	보어	‘得/不+동사’,	부사	‘可’

06 	复习1		복습	1

07 	多少钱一斤？한	근에	얼마입니까?

	 	접속사	‘那’,	‘……吧。’,	형용사/동사+(一)点儿,	연동문

08 	可以试试吗？입어	봐도	될까요?

	 	‘……好吗？’,	선택의문문,	‘好+동작동사’,	정반의문문,	보어	‘好’

09 	我想开通手机。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어요.

	 	조동사	‘想’,	조동사	‘要’,	조동사	‘会’,	我们과	咱们

10 	我们再点一个菜吧。우리	요리	하나	더	시켜요.

	 	보어	‘来/去’,	양사	‘瓶/听/杯/壶’,		

보어	‘得+(정도부사+)형용사’	(1),	동사	‘让’

11 	明天的天气怎么样？내일은	날씨가	어떤가요?

	 	조사	‘嘛’,	조사	‘了’,	주어+有多+형용사？,		

보어	‘得+(정도부사+)형용사’	(2)

12 	复习2		복습	2

리얼 중국어 1

01 	我今天身体不太舒服。나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가능보어,	동사1+了(+목적어1)+就+동사2(+목적어2),		

‘一……就……’,	‘哪怕……,	也……’

02 	我可能得去医院了。병원에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부사	‘再/又/还’,	조사	‘过’,	조동사	‘应该’,	先……再……

03 	我要开户，还要换钱。	

계좌를	개설하고,	환전을	하고	싶어요.

	 	조동사	‘可以’,	‘把’자문⑴,	조사	‘着’,	你说

04 	我想寄一下这封信。이	편지를	좀	부치려고	합니다.

	 	‘把’자문⑵,	인칭대사+这儿/那儿,	조사	‘啊/呀/哇/哪’,	축약문

05 	麻烦你看看我的自行车吧。제	자전거	좀	봐	주세요.

	 	부사	‘老’,	어기조사	‘了’,	접속사	‘要不’,	要……了

06 	复习1		복습	1

07 	时间来不及了，我们打的吧。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택시를	탑시다.

	 	‘再……就……了’,	‘……就好了’,	‘麻烦你……’,	접속사	‘不过’

08 	你们那儿有没有空房？거기	빈	방이	있나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시간	표현,	‘你帮我……’,	‘一点儿’과	‘有点儿’,	

접속사	‘如果’

09 	我们今天吃什么？우리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동량사	‘遍’,	동사	‘跟’,	동사	중첩,	동사를	중심으로	한	명사의	해석

10 	我昨天丢了学生证。저는	어제	학생증을	분실했어요.

	 	방향보어,	怎么+동사1+也+동사1+가능보어,	‘是……的’,		

조동사	‘得’

11 	你打算做什么？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以为’와	‘认为’,	부사	‘其实’,	부사	‘还是’,	명사	‘左右’

12 	复习2		복습	2

리얼 중국어 2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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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초중급

차이니즈 하이웨이 초보자를 위한 
속성코스! 

의사 소통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3단계 중국어 회화 교재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1,	STEP	2,	STEP	3

	 	체계적이고	쉽게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HSK	기본기도	다질	

수	있도록	구성

	 	STEP	1:	중국어	학습의	첫걸음을	떼고	회화	실력의	기초를	쌓는	단계

	 	STEP	2:	풍부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습득하며	회화	실력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단계

	 	STEP	3:	회화	실력은	물론	듣기와	독해	실력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

郑云哲	저	|	168면	내외	|	각	권	13,5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며 중국어의 어순과 확장을 한꺼번에 익혀 봅시다.  
술술 
말하기 연습 

46

高兴   gãoxìng 4 기쁘다, 즐겁다   

好吃   hâochå 4 맛있다   

这   zhè 7 이, 이것   

个   ge w �개, 명, 사람[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에  

쓰임]

菜   cài 1 요리   

快   kuài 4 빠르다   

飞机   fçijå 1 비행기   

瘦   shòu 4 마르다, 여위다 

기본을 다지는 단어 Track 033

1 高兴  gãoxìng  

很高兴  hên gãoxìng  

你很高兴  nî hên gãoxìng  

我觉得你很高兴  wô juéde nî hên gãoxìng  

기쁘다

매우 기쁘다

너는 매우 기쁘다

나는 네가 매우 기뻐하는 것 같다

2 好吃  hâochå  

不好吃  bù hâochå  

这个菜不好吃  zhè ge cài bù hâochå  

我觉得这个菜不好吃  wô juéde zhè ge cài bù hâochå  

맛있다

맛이 없다

이 요리는 맛이 없다

나는 이 요리가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3 快  kuài  

更快  gèng kuài  

飞机更快  fçijå gèng kuài  

我觉得飞机更快  wô juéde fçijå gèng kuài  

빠르다

더 빠르다

비행기가 더 빠르다

나는 비행기가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4 瘦  shòu  

最瘦  zuì shòu  

他最瘦  tã zuì shòu  

我觉得他最瘦  wô juéde tã zuì shòu  

마르다

제일 말랐다

그가 제일 말랐다

나는 그가 제일 말랐다고 생각한다 

Track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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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잡아주는 문법

04 今天的天气怎么样？  47

1	 생략의문문

우리말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어때)?’라는 표현처럼, 중국어도 ‘문장, ……呢？’ 식으로 

‘呢’를 사용해 생략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我觉得很好，你觉得呢？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Wô juéde hên hâo, nî juéde ne?

我很忙，你呢？   나는 아주 바빠. 너는?

Wô hên máng, nî ne?

我的衣服很贵，你的衣服呢？   내 옷은 아주 비싸. 네 옷은?

Wô de yåfu hên guì, nî de yåfu ne?

■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 너무 바빠. 너는?

今天       我       呢       你       忙       很

？

2	 的

조사 ‘的’는 명사 또는 형용사 뒤에 놓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법에서

는 ‘的’ 뒤에 오는 명사가 종종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白色的鞋      흰색 신발

báisè de xié

漂亮的衣服      예쁜 옷

piàoliang de yåfu

好吃的菜      맛있는 음식

haôchå de cài

■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빨간색 옷이 너무 비싸다.

红色       衣服       贵       很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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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 말하기 연습  틀을 잡아주는 문법 말문이 트이는 회화
  기본을 다지는 단어 /  
 실력을 쌓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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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하이웨이  시리즈

01 	중국어의	발음

02 	你忙吗？너	바쁘니?

03 	我的衣服怎么样？내	옷	어때?

04 	今天的天气怎么样？오늘	날씨	어때?

05 	今天几月几号？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06 	他是谁？그는	누구니?

07 	你的哥哥叫什么名字？너의	형	이름은	뭐니?

08 	你哥哥在家吗？너의	형	집에	있니?

09 	你在做什么？너	뭐하고	있니?

10 	我明天不能来上课		저는	내일	수업에	참석할	수	없어요

11 	美术馆离这儿远吗？미술관은	여기에서	머니?

12 	您要买什么？무엇을	사시겠습니까?

13 	你的头发太长了		당신의	머리가	너무	길어요

14 	你去过美国吗？	미국에	가	본	적	있어요?

15 	今年多大了？올해	몇	살이니?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1

01 	说得不太好			말을	그다지	잘	못해

02 	我介绍一下儿			내가	소개	좀	할게

03 	为什么没睡好？		왜	잠을	잘	못	잤어?

04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05 	今天几月几号？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06 	谈了两年的恋爱		2년	동안	연애했어요

07 	我去安排一下		제가	가서	조정하겠습니다

08 	真是奇怪的天气		정말	이상한	날씨야

09 	又新鲜又便宜		신선하기도	하고	싸기도	해요

10 	风景太美了		풍경이	정말	아름답구나

11 	我请你吃饭吧		내가	밥을	살게

12 	终于到机场了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네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2

차이니즈 하이웨이 Step 3

01 	我差点儿忘了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

05 	你喜欢什么样的男人？		

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니?

09 	浪费了太可惜了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

02 	包饺子吃吧		

만두	빚어서	먹어요

06 	明天我得出差		

내일	나는	출장을	가야	해요

10 	用传真发过来吧		

팩스로	보내줘	봐

03 	跟谁约会？	

누구와	약속이야?

07 	推迟了三十分钟		

30분을	미뤘어요

11 	东西都准备好了？	

물건들은	다	준비	되었니?

04 	减肥太辛苦了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어요

08 	我家的小猫干的			

우리	집	고양이가	한	거예요

12 	时间来得及吗？	

제	시간에	갈	수	있나요?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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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입문 
~초급

강의실에서
Track 163 

老师	 :	他是谁？ 
Lâoshå     Tã shì shéi?

秀英	 :	他是我的朋友。他是中国人。 
Xiùyång    Tã shì wô de péngyou.       Tã shì Zhõngguórén.

老师	 :	他姓什么? 
Lâoshå     Tã xìng shénme?

秀英	 :	他姓张, 叫张杰。 
Xiùyång    Tã xìng zhãng,  jiào Zhãng Jié.

03 你叫什么名字？   53

秀英	 :	你好! 你是中国人吗？
Xiùyång      Nî hâo6       Nî shì Zhõngguórén ma?

张杰	 :	是，我是中国人。  
Zhãng Jié      Shì,      wô shì Zhõngguórén.

秀英	 :	我叫秀英。你叫什么名字?
Xiùyång      Wô jiào Xiùyång.      Nî jiào shénme míngzi?

张杰	 :	我叫张杰。  
Zhãng Jié      Wô jiào Zhãng Jié.

秀英	 :	认识你很高兴。
Xiùyång      Rènshi nî hên gãoxìng.

张杰	 :	认识你我也很高兴。  
Zhãng Jié      Rènshi nî wô yê hên gãoxìng.

신입생 환영회에서 
Track 152 

52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경우, ‘这 zhè’ ‘那 nà’ 등과 같은 지시대사를 사용한다. 

1 지시대사

구분 지시대사 예문

근칭 

[가까운 것]

这 zhè 이

这个 zhè ge 이것

这些 zhè xiç 이것들

这是什么? Zhè shì shénme?

这个多少钱? Zhè ge duõshao qián?

这些都是汉语书吗? 
Zhè xiç dõu shì Hànyû shñ ma?

원칭 
[멀리 있는 것]

那 nà 저

那 nà ge 저것

那些 nà xiç 저것들

那是什么? Nà shì shénme?

那个多少钱? Nà ge duõshao qián?

那些都是汉语书吗? 
Nà xiç dõu shì Hànyû shñ ma?

동사나 동사구가 서술어의 중심성분으로 쓰인 문장을 ‘동사술어문’이라고 한다. 

2 동사술어문

他去。                            我走了                            爸爸来了。
Tã qù.                                Wô zôu le.                            Bàba lái le.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를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위치한다.

我学习汉语。                                                        你去哪儿? 
Wô xuéxí Hànyû.                                                           Nî qù nâr?

* 한국어의 ‘그것’이라는 뜻은 중국어에서는 그 때의 정황에 따라 ‘这’나 ‘那’를 활용하여 쓴다.

 A  :      这是什么?   Zhè shì shénme? B   :     这是书。Zhè shì shñ.

书包 shñbão  책가방 | 手机 shôujå  휴대전화 | 桌子 zhuõzi  책상

66

那 nà 书包 shñbão  

手机 shôujå

桌子 zhuõzi
那 nà

표현연습
历史系 lìshî xì  사학과 | 经济系 jångjì xì  경제학과 | 贸易系 máoyì xì  무역학과 | 法律系 fâlÛ xì  법학과

 1     我去图书馆。 Wô qù túshñguân.

주로 술어로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함께 나열하여 구성한 의문문을 

‘정반(正反)의문문’이라고 한다. 긍정과 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한다.

3 정반(正反)의문문

附近 fùjìn  부근,근처 

2     我是中文系的学生。Wô shì Zhõngwén xì de xuésheng.

04 我学习汉语。   67

食堂 shítáng  식당 | 书店 shñdiàn  서점 | 小卖部 xiâomàibù  매점 | 教学楼 jiàoxuélóu  강의동

A  :      汉语难不难?                           B   :      汉语很难。
              Hànyû nán bu nán?                                                          Hànyû hên nán.

A  :      图书馆附近有没有食堂?          B   :      有。/ 没有。
               Túshñguân fùjìn yôu méiyôu shítáng?                            Yôu.      Méi yôu.

표현연습

我去图书馆。                                                        你来韩国吗?
Wô qù túshñguân.                                                          Nî lái Hánguó ma?

食堂 shítáng

书店 shñdiàn

小卖部 xiâomàibù

教学楼 jiàoxuélóu

历史系 lìshî xì

经济系 jångjì xì

贸易系 máoyì xì

法律系 fâlÛ xì

A  :      你是不是韩国人?                     B   :       我不是韩国人。
                Nî shì bu shì Hánguórén?                                                 Wô bú shì Hánguórén. 

 어법 및 표현 캠퍼스 회화

대학생의 일상생활에 딱 맞춘  
캠퍼스 중국어 회화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1,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	잡힌	커리큘럼

	 	활용도	100%의	실용	예문으로	어법	및	표현	학습

	 	다양한	형태의	반복	학습으로	충실한	발음	연습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편찬위원회	저	|	188면	내외	|	각	권	13,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44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스타트 캠퍼스  시리즈

01 	老师，您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칭대사,	谢谢！,	다양한	인사말

02 	我是学生。저는	학생입니다.

	 	‘是’자문,	‘吗’를	이용한	의문문,	수업시간에	자주	쓰이는	표현

03 	你叫什么名字？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의문사,	구조조사	‘的’,	이름을	물을	때의	표현

04 	我学习汉语。저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지시대사,	동사술어문,	정반(正反)의문문

05 	你家有几口人？당신은	가족이	몇	명입니까?

	 	가족	호칭,	숫자	표현,	나이	묻는	법,	명사술어문

06 	书店在图书馆旁边。서점은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有’자문,	‘在’의	개사	용법,	방위사

07 	这个学期你有几门课？		

당신은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을	듣습니까?

	 	시간	표현법,	날짜와	요일,	양사(量词),	나의	하루	생활

08 	我对保龄球很感兴趣。	

저는	볼링에	흥미가	있습니다.

	 	조동사	‘会’,	‘有点儿’과	‘一点儿’의	비교,	개사	‘对’

09 	下周学校有校庆活动。	

다음	주에	학교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조동사	‘要’,	‘来’의	의미,	‘跟……一样’	구문,	연동문

10 	你的手机号码是多少？			

당신의	휴대전화	번호는	몇	번입니까?

	 	조동사	‘可以’,	동사의	중첩,	‘好’의	부사적	용법,		

연애관과	이상형에	관련된	표현

11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합니다!

	 	개사	‘离’,	‘比’자문,	다양한	축하	표현

12 	快要期末考试了。곧	기말고사입니다.

	 	‘有’	비교문,	선택의문문,	‘把’자문,	시험과	관련된	표현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1  

01 	欢迎你来北京。베이징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从/到……来(去)’,	어기조사	‘吧’,	‘有’의	특수	용법,	‘虽然’

02 	我们大家认识一下！		우리	모두	인사를	나눠	봅시다!

	 	‘来自……’,	정도보어(1),	결과보어	‘开’,	‘原来是这样啊！’

03 	咱们一起去逛街吧。우리	함께	쇼핑하러	갑시다.

	 	동사의	중첩,	不+형용사+也不+형용사,	화폐	단위와	돈을	세는	법,	

‘……什么的’

04 	我想开个账户。나는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선택의문문,	동량보어,	방향보어(1),	가능보어,	‘是……的’

05 	辅导老师请到了吗？과외	선생님은	구했습니까?

	 	‘快(要)……了’,	조언·동의를	구하는	표현,	겸어문,	시량보어

06 	我把书包忘在出租车上了。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려서	잃어버렸습니다.

	 	‘把’자문,	형용사	중첩,	방향보어(2),	‘要是……(就)……’,	‘起来’

07 	中国菜又好吃又便宜。	

중국	음식은	맛있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

	 	‘又A又B’,	‘除了……(以外),	还/也……’,	‘不但……也/而且’,		

‘来’의	쓰임

08 	我有点儿不舒服。나는	몸이	조금	아픕니다.

	 	‘怎么这么’,	조동사	‘得’,	시태조사	‘过’,	‘既……也/又……’

09 	上有天堂，下有苏杭。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쑤조우와	항조우가	있습니다.

	 	이합사,	결과보어(2),	‘不是……吗？’,	‘先……,	再……’

10 	我们在这儿拍张照吧！			우리	이곳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의문대사의	‘허지(虚指)’	용법,	비교문(2),	시태조사	‘着’,	‘来不及’

11 	快到春节了。곧	설날입니다.

	 	시간부사	‘都’,	‘先……,	然后……’,	‘难+동사’,	‘舍不得’

12 	祝你一路平安。평안하길	바랍니다.

	 	‘被’자문,	‘怎么……才……’,	‘该……了’,	가능보어	‘了’

New 스타트 캠퍼스 중국어 2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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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중국어회화 
입문 
~중급

입문~ 
초중급

중국어 완전독파 박귀진과  
함께하는 

	 다락원	중국어회화	입문편,	기초편,	초급편,	초급에서	중급으로

	 	입문편:	기본	문형과	기초	회화를	배우는	단계		

	 	기초편:	표현	학습	중심의	초급	단계

	 	초급편:	기초	문법을	토대로	회화	실력을	키우는	단계

	 	초급에서	중급으로:	그동안	배운	문법과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단계

宋乐永	외	저	|	140면	내외	|	각	권	9,5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박귀진	저	|	첫	336면	초	232면	현	256면	|		

첫	16,500원	초	현	각	권	14,500원

*		『첫걸음편』에는	DVD가	별도로	제공되고,	『초급회화편』과	

『현지회화편』에는	MP3	CD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무료

	 	중국어	완전독파	첫걸음,	초급회화,	현지회화

	 	첫걸음:	중국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단계	

	 	초급회화:	다양한	상황	속	회화를	연습하는	단계

	 	현지회화:	일상	속	회화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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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리즈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新	설한어(说汉语) 생각대로 
표현하는

听和说(청화설)팅리에  
강해지는

	 	新	설한어(说汉语)	上,	下

	 	원제:	说汉语

	 	북경어언대학에서	출간된	스테디셀러	『说汉语』의	최신개정판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대화	형식의	본문,	주요	문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	다양한	예문	제시

吴叔平	저	|	김상원	역	|	168면	내외	|	각	권	12,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팅리에	강해지는	听和说(청화설)	上,	下

	 	원제:	中级汉语听和说

	 	‘들으면서	말하기,	말하면서	듣기’의	과학적	교수법을	적용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과	예문	제공

白雪林	외	저	|	임대근	역	|	188면	내외	|	각	권	13,0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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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매체의 최신 뉴스로  
오늘의 중국을 엿본다

	 	<人民网>,	<新华网>	등	중국	주요	매체의	최신	뉴스로	본문		

구성,	최신	시사용어	및	뉴스	연관	단어	수록

	 	상세한	어법	설명과	풍부한	연습문제로	新HSK	독해	영역	대비

	 	원어민의	음성으로	녹음한	MP3	파일로	뉴스	청취	훈련	강화

강춘화	저	|	200면	|	14,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무료

新 빠오칸(报刊) 시사중국어 
중고급 뉴스로  

읽는 중국 

 문장 따라잡기 뉴스 읽기  실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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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입문 
~초급

초급

중국어 쉬운 독해  

초급자를	위한 중국어 독해 체험 

	 	중국어	쉬운	독해	1,	2

	 	원제:	中文天天读

	 	본문	단어와	글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해를	돕는	유쾌한	

그림	삽입

	 	중국에서의	학습,	생활,	여행,	업무	등에	길잡이가	될	실용도	

만점	본문	제공

朱勇	저	|	 1 	윤창준	역	 2 	노홍금	역	|	112면	|	각	권	10,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오디오 
CD

MP3 
무료

	 	초급자를	위한	1,700단어	수준의	중국어	독해	교재	

	재미있고	유쾌한	20가지	이야기로	중국어	1만자	읽기	도전

傅遥,	张莉 저	|	208면	|	10,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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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자신 있게  
중국어 문법 기본기를 다진다

	 	초급부터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기본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문법	사항을	체계적이고	쉽게	정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도표로	문법의	전체적인	틀을	한눈에		

이해

	 	다양한	문제로	문법	실력과	함께	다방면의	중국어	실력까지	

향상

김종호,	강희명	저	|	224면	|	13,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유료  
동영상

중국어 쉬운 문법 
초중급

 실력 점검하기 문법 설명  문장 만들기  新HSK 문제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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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초급

중고급

박샘의 친절한 중문법 

틀리기 쉬운 중국어 어법 201

	 	초급자도	쉽게	이해하는	시원스러운	중국어	문법	명강의

	 	문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척척	풀어주는	왕초보	Q&A

	 	사전	없이도	술술	읽히는	한어병음	병기	예문

박정구	저	|	232면	|	13,5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원제:	对外汉语教学语法释疑201例

	 	의미나	쓰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어법	궁금증	완전	해결

	 	도표와	그림을	이용한	상세한	비교	설명

	 	풍부한	예문을	통해	올바른	쓰임을	알려	주는	똑똑한	어법서

彭小川,	李守纪,	王红	저	|	강춘화,	박영순,	서희명	역	|	384면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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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겁 없는 중국생활 중국어 
초중급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자가	중국	현지	생활을	해야	할	때	필요한	표현을	담은	교재

	 	중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을	법한	생생한	에피소드로	구성된	현실감	있는	회화문	수록

	 	저자의	실제	경험이	반영된	중국	생활	완벽	적응	팁	제공

전은선,	曹芳	저	|	272면	|	15,000원

MP3 
CD

MP3  
무료

	 	최신	화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고급	중국어	회화	교재

	 	각종	면접·구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20개의	최신	화제	수록

	 	마인드맵	예시,	각종	면접	빈출	질문	등	알짜배기	권말	부록	제공

孙睿超	저	|	264면	|	16,000원

MP3 
CD

MP3  
무료

중국어 스피킹 
고급 대입 수시, FLEX, 新HSK,  

OPIc, 각종 면접 준비를 위한

 미리보기  새 단어 알고 가기

전화로 식당 예약하기

A	 	您好，香香麻辣香锅。
Nín hâo, Xiãngxiãng málà xiãngguõ.
안녕하세요. 샹샹 마라샹궈입니다.

B	 	你好，能预订吗？今天晚上六点，六个人。
Nî hâo, néng yùdìng ma? Jåntiãn wânshang liù diân, liù ge rén.
안녕하세요. 예약 가능한가요? 오늘 저녁 6시, 6명이요.

A	 	不好意思，六点没位子了。	
Bù hâoyìsi, liù diân méi wèizi le. 
죄송합니다. 6시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B	 	那几点有位子？	
Nà jî diân yôu wèizi?
그러면 몇 시에 자리가 있나요?

A	 	您稍等，我看一下。
Nín shão dêng, wô kàn yíxià. 

	 真不好意思，今天晚上都订满了。
Zhçn bù hâoyìsi, jåntiãn wânshang dõu dìng mân le.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은 모두 자리가 꽉 찼네요. 

B	 	是吗？那明天晚上呢？	
Shì ma? Nà míngtiãn wânshang ne?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은요?

A	 	明天还有最后一桌，您要预订吗？	
Míngtiãn háiyôu zuìhòu yì zhuõ, nín yào yùdìng ma? 
내일은 아직 마지막 한 테이블이 남았네요. 예약하시겠습니까?

B	 	没办法，订吧。
Méi bànfâ, dìng ba. 
어쩔 수 없네요. 예약해 주세요.

A	 	好的，明晚六点，六位。您贵姓？	
Hâo de, míngwân liù diân, liù wèi. Nín guìxìng?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6분이시고, 성함은요?

B	 	我姓李，木子李。	
Wô xìng Lî, mù zî Lî.
이 씨입니다. 나무 목(木) 아들 자(子)의 ‘이’요.

我爱吃辣的, 朋友推荐了一家正宗的四川麻辣香锅。
Wô ài chå là de, péngyou tuåjiàn le yì jiã zhèngzõng de Sìchuãn málà xiãngguõ.
나는 매운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가 전통 쓰촨식 마라샹궈 가게를 추천해 줬다. 

我打算和几个好朋友一起去，所以打电话订位子。
Wô dâsuàn hé jî ge hâopéngyou yìqî qù, suôyî dâ diànhuà dìng wèizi.
나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가려고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고 했다. 

可是那家餐厅的生意特别火，当天的位子都订满了。
Kêshì nà jiã cãntång de shçngyi tèbié huô, dàngtiãn de wèizi dõu dìng mân le. 
그러나 그 식당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지, 그날 자리가 모두 예약이 꽉 찼다. 

没办法，我只好订了第二天的。
Méi bànfâ, wô zhîhâo dìng le dì èr tiãn de.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다음날로 예약했다.

오늘의 일기
 001 - 03

位子 VS 座位: 둘 다 ‘자리’, ‘좌석’이란 뜻이지만 쓰임이 

약간 달라요. 식당에 자리가 있냐고 물을 땐 통상 “有位

子吗？ Yôu wèizi ma?”라고 하고, 자습실이나 영화관, 

또는 회의실 등에서의 앉을 자리를 지칭해야 하는 경우

에는 “有座位吗？ Yôu zuòwèi ma?”라고 물어요.

중국의 독특한 맛 하면, ‘마라(麻辣 mál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혀를 마비시키는 듯 아리고

(麻), 매운(辣)맛이란 뜻으로, ‘마라샹궈(麻辣香锅 málà xiãngguõ)’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마

라샹궈’는 고기류, 해산물류와 야채에 화쟈오(花椒 huãjião), 건고추를 넣어 볶고, 빠쟈오(八角 

bãjiâo), 쯔란(孜然 zårán) 등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산초’라고도 불리는 

통후추 모양의 ‘화쟈오’가 마라 맛을 냅니다. ‘마라샹궈’는 처음엔 그 독특한 맛에 흠칫 놀라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어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마라 맛 초보자라면 적응을 

위해 ‘약간 매운맛(微辣 wçilà)’으로 시작해 보시고, 두렵지 않다면 ‘가장 매운맛(变态辣 biàntài 

là)’에 도전하세요.

샨샨의 실수 방지  중국 생활

 001 - 01

预订 yùdìng 예약하다 

今天 jåntiãn 오늘 

晚上 wânshang 저녁 

点 diân 시 

不好意思 bù hâoyìsi  
죄송합니다 

没位子 méi wèizi 자리가 없다 

那 nà 그러면, 그렇다면 

几点 jî diân 몇 시 

稍等 shão dêng 잠깐 기다리세요 

看一下 kàn yíxià 좀 보다 

真 zhçn 정말 

都 dõu 다, 모두 

订满了 dìng mân le  
예약이 꽉 차다 

明天 míngtiãn 내일

还有 háiyôu 아직 있다

最后 zuìhòu 마지막 

一桌 yì zhuõ 테이블 하나 

没办法 méi bànfâ 방법이 없다 

订 dìng 예약하다

明晚 míngwân 내일 저녁 

단어+표현  001 - 02

에피소드

012 01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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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통역·번역·작문

중국어 통역·번역 

중국어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습자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서

	 	전공자를	위한	중국어	통역·번역	기본편,	실전편

	 	한국어와	중국어를	효율적으로	소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습득

	 	단계별	학습으로	중국어	순차통역	및	번역	훈련을	심층적으로	진행

	 	다양한	상황의	현장감	있는	시나리오로	통역·번역	감각	향상

	 	한·중	원어민이	녹음한	MP3	파일로	효과적인	실전	대비

강수정	저	|	198면	내외	|	기본편 	15,000원	실전편 	16,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단문 연습(기본편)  번역 연습(실전편) 주요 단어와 구문

중고급
~고급 전공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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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통번역 대학원 입시 마스터 

통번역 대학원 최고 합격률, 
이선아 강사의 완벽 마스터 교재

	 	통번역	대학원	입시	준비생을	위해	최신	중국어	시사	독해와		

한중	번역	스킬	완벽	정리

	 	중한편:	반드시	알아야	할	각	분야	핵심	이슈를	엄선한		

수준	높은	중국어	문장

	 	한중편: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	한중	번역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	제공

	 	어휘	노트: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중한편과		

한중편의	모든	단어	수록

이선아	저	|	608면	|	28,000원

MP3 
CD

MP3  
무료

 중한편  한중편

중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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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통역·번역·작문

중국어 번역 급소 찌르기

중국어 쉬운 작문 

중급

초급~
초중급

	 	중국어	쉬운	작문	1,	2

	원제:	体验汉语写作教程

	 	초급·초중급	학습자가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학적	작문	교재

	 	‘단어	알기	→	문장	쓰기	→	단문	쓰기’	순서로	쉽게	차근차근	연습

	 	다양한	학습적	장치를	통해	쓰기는	물론,	말하기·읽기·듣기	능력까지	

향상

1 	陈作宏,	邓秀均	저	|	152면	|	10,000원

2 	陈作宏,	张璟,	邓秀均	저	|	224면	|	11,000원

*	1권은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중국어	통·번역	대학원생,	예비	번역가와	중국어	번역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을	위한	번역	이론	및	응용서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우리말	바로	쓰기	제공

	 	해석과	번역의	차이,	오역문을	바로	잡는	방법	제시

백수진	저	|	232면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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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 1~4급 VOCA 礼物 
초중급

	 	新HSK	1~4급	최우선	필수	어휘	수록

	 	출제	빈도가	높은	160개	글자와	180개의	파생	단어를	20일에	마스터

	 	기억하기	쉬운	字	풀이로	2배	이상	빠른	암기	효과

리우,	한난희	저	|	240면	|	13,000원

MP3  
무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를	10개의	챕터로	분류

	 	한어병음순이	아닌	빈출순으로	어휘	정리

	 	모든	어휘마다	시험에	활용	가능한	예문	제공

장민영	저	|	296면	|	14,000원

MP3  
무료

	 	新HSK	5~6급	최우선	필수	어휘	수록

	 	한	글자로	열	단어를	알게	되는	신개념	‘자(字)	학습법’	도입

	 	新HSK	최신	출제	경향,	유의어	비교	등	유익한	정보	제공

리우,	한난희	저	|	648면	|	17,500원

MP3  
무료

다락원 TSC VOCA 마스터 

新HSK VOCA 礼物
중고급

초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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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펜맨십

	新HSK	1~6급	대비를	위한	필수	단어	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상용	한자	1,000字를	30일	동안	마스터

	 	한자마다	암기에	필요한	한	줄짜리	핵심	스토리	제공

김안나	저	|	344면	|	16,500원

MP3  
무료

	 	중국어	입문자들의	필수	지침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간체자와	상용	번체자를	한어병음·우리말	독음과	함께	쉽게	정리

이곤수	저	|	144면	|	6,500원

	 	중국인이	매일	쓰는	668개	간체자를	재미있게	읽고,	보고,	즐기는	펜맨십	교재

	 	중국어	문장의	80%를	차지하는	상용	한자부터	우선	순위	정리

	 	간체자의	쓰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지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

홍상욱	저	|	184면	|	8,000원

유료  
동영상

	 	품사별·주제별·한어병음순으로	정리한	사전식	단어장

	 	다양한	예문	및	사진	자료와	함께	단계별	학습	

	 	약	3,000개의	단어와	예문	수록

김현철,	유성은,	김은희	저	|	680면	|	16,000원

MP3 
CD

MP3  
무료

중국어 필수 Voca

일석삼조 중국어 펜맨십 

중국어 간체자 668 

초급

중국어 한자 암기 마스터 

입문

입문

초급

HSK에  
힘이 되는 

중국인이 
매일 쓰는

간체자·번체자·
발음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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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교재 독보적 1위,  
다락원이 만든 명품 독학서

	 	왕초보	필수	표현에서	회화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기초	탄탄		

첫걸음	내딛기

	 	친절한	문법	설명과	실용적인	예문으로	실력	쌓기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쉽고	편하게	학습하기

	 	간체자	노트로	쓰기	연습,	여행	중국어	미니북	들고	훌쩍	여행		

떠나보기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저	|	정명숙	감수	|	208면	|	14,000원

*		본	『힘내라!	독학	중국어	첫걸음』은	『다락원	중국어	첫걸음(2009년	다락원	刊)』의		

디자인	개정판	교재로,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MP3  
CD

MP3  
무료

무료  
동영상

음성 
강의

힘내라! 독학 중국어 첫걸음 
입문

  회화 배우기 왕초보 필수 표현  Feel(必) 어휘

그림으로 배우는 Feel 必  어휘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어휘를	이용하여	다음	표현을	다양하게	연습해보세요.	

他(她)是我                 。         그(그녀)는                 나의 입니다.

Tã shì wô                             .  

track 025

 뉘   얼

女儿 딸
nÚ8er

메이 메이

妹妹 여동생

mèimei

 띠   디

弟弟 남동생

dìdi
 얼   즈

儿子 아들

  érzi

 꺼   거

哥哥 오빠, 형

 gçge

이에 이에

爷爷 할아버지

 yéye

 마  마

妈妈 어머니

mãma

지에 지에

姐姐 언니, 누나

jiêjie

  빠  바

爸爸 아버지

 bàba

나이 나이

奶奶 할머니
nâinai

49UNIT 04 你是韩国人吗？

  표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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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용 첫걸음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본책의	‘주요	구문&문법’,	‘대화’,	‘유용한	표현’,	‘연습문제’로	체계적인	기초	학습

	 	DVD로	제공되는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로	중국어	실력	업그레이드

	 	상황별	간단한	중국어	표현을	담은	미니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패턴	연습

	 	쓰기	노트	활용으로	간체자에	점차	익숙해지기

이경하,	于鹏	저	|	272면	|	15,000원

DVD MP3  
무료

	 	활용도	높은	20개의	기본	문형을	골라	반복	설명

	 	성조,	한어병음과	더불어	한글	발음을	달아	쉽게	발음을	익히고	원어민의	녹음을	들으며	확인

	 	문법	정리표,	여행	중국어,	중국어	회화연습	워크시트	등	유용한	학습	자료	제공

길노을	저	|	240면	|	14,5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음성 
강의

	 	101개의	기본	패턴으로	중국어	문장	구조가	저절로	익혀지는	특급	트레이닝

	 	다락원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저자의	음성	강의	무료	제공

	 	음성	강의,	특급	훈련,	미니북,	발음차트,	쓰기노트까지	독학용	맞춤형	학습	자료	제공

길노을	저	|	272면	|	14,000원

MP3 
CD

MP3  
무료

음성 
강의

처음 시작하는 청춘 중국어 

중국어 101구의 기적 
입문

입문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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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초급

	 	원제:	成功商务汉语

	 	똑똑한	對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상식	수록

	 	모든	문장과	단어에	한어병음	및	영문	병기

	 	중국	출장	스케줄에	맞춘	실용성	높은	표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회화	포켓북	제공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교재	편저	위원회	저	|	노승숙,	왕춘역	역	|	136면	|	12,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비즈니스	필수	표현	및	구문을	엄선하여	13개	테마로	정리

	 	테마별	회화에	한어병음	및	영문	병기

	 	방대한	중국	비즈니스	용어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

	 	한국어·중국어를	동시	녹음한	MP3	파일	제공

홍주영	저	|	240면	|	14,0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New Words / Dialog  Points / Exercise

비즈니스 중국어 표현사전 
중급

|      10 

2    TRACK 01-03

Excuse me, Miss, which gate will CA998 board at?

A 小姐，请问CA9982在3第几登机口登机？
Xiâojiê, qîngwèn CA jiû jiû bã zài dì jî dçngjåkôu dçngjå?

Gate 8.

B 第八登机口。
Dì bã dçngjåkôu.

Is the flight delayed?

A 航班晚点4吗？
Hángbãn wândiân ma?

It’s on time.

B 准点。
Zhûndiân.

Thank you! 

A 谢谢！
Xièxie6

★  乘 chéng 2   (교통수단 · 가축 등에) 타다   ride

●  飞机 fçijå 1 비행기, 항공기   plane

●  请问 qîngwèn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excuse me    

★  航班 hángbãn 1   (배나 비행기의) 운항편, 항공편 

flight 

●  几点 jî diân  몇 시   what time

★  起飞 qîfçi 2   (비행기 · 로켓 등이) 이륙하다   
depart

●  下午 xiàwû 1 오후   afternoon

●  整 zhêng 4 정수의, 완전하다   sharp

●  小姐 xiâojiê 1 아가씨, 양, 미스   miss

★  登机口 dçngjåkôu 1   탑승 게이트, 탑승구 

boarding gate

★  登机 dçngjå 2   (비행기에) 탑승하다   board

★  晚点 wândiân 2   (차 · 배 · 비행기 등이) 규정 시

간보다 늦다, 연착하다, 연발하다   

delay

★  准点 zhûndiân 4   시간에 맞다   on time

TRACK 01-01New Words

1    TRACK 01-02

Excuse me, what time will CA 998 depart?

A 请问CA998航班1几点起飞？
Qîngwèn CA jiû jiû bã hángbãn jî diân qîfçi?

4 p.m. sharp.

B 下午四点整。
Xiàwû sì diân zhêng.

Dialog

01 乘飞机     11      |

Points Exercise

|      20 

1	 우리말	뜻과	한어병음을	바르게	연결한	후,	한어병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빈칸에	써	보세요.	

	 ⑴ 명함 •  •   ⒜ gõngså 

	 ⑵ 선생님,	씨 •  •   ⒝ jånglî 

 ⑶ 회사,	직장 •  •   ⒞ zhùlî 

 ⑷ 팀장,	사장 •  •   ⒟ míngpiàn 

 ⑸ 비서,	보좌관 •  •   ⒠ xiãnsheng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어병음을	다음에서	찾아	써	보세요.	

nî hâo               gõngså               jånglî               míngpiàn

 ⑴ A Nî hâo, wô jiào Zhãng Lìpíng.

  B , wô jiào Tuõní.

 ⑵ A Nî hâo, wô jiào Lî Méi, zhè shì wô de .

  B Xièxie6 Wô shì IBM  de jånglî Jiékè.

是			shì1

‘~이다’라는 뜻을 가진 ‘是 shì’는 단어나 구와 함께 서술어로 쓰인다. 

	他是老师。그분은	선생님이십니다.		

	 Tã	shì lâoshå.

	 我的爱好是看电影。제	취미는	영화	관람입니다.	

	 Wô	de	àihào	shì	kàn	diànyîng.

您			nín2

‘您 nín’은 ‘你 nî’의 존칭이다. 하지만 복수형은 ‘你们 nîmen’으로 쓴다.

	您贵姓？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Nín	guìxìng?	

	 您早！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Nín	zâo6

的			de3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는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에 ‘的 de’를 써서 연결한다. ‘的’는 우리말 

‘~의’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我的朋友		나의	친구		

	 Wô	de	péngyou	

	 他的书		그의	책	

	 Tã	de	shñ

爱好	àihào 1취미,	애호		|		贵姓	guìxìng 1성함,	성씨		|		早	zâo 4안녕하세요(아침	인사말),	이르다

02 打招呼     21      |

01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회화 CTP ok.indd   20-21 2018-01-03   오후 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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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초중급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원제:	基础商务汉语:	会话与应用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회화로	구성

	 	중국과의	비즈니스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실전	대비서

王晓钧,	张旺熹,	孙德金	저	|	나민구	역	|	288면	|	13,5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원제:	基础实用商务汉语(修订本)

	 	중국인과의	비즈니스에	자주	사용되는	필수	구문·회화	수록

	 	각종	비즈니스	실무	서식과	경제·무역	용어,	중국	비즈니스	관련	사이트	목록	제공

关道雄	저	|	박균우	역·감수	|	292면	|	14,0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원제:	塚本武	中国語仕事術やさしい会話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중국어	첫걸음

	 	비즈니스맨으로서	꼭	익혀야	하는	문형·단어·관용구	등을	엄선

	 	중국	체류	중	필요한	서바이벌	중국어	수록

塚本慶一,	高田裕子	저	|	148면	|	12,5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OK! 비즈니스 중국어 

Biz 중국어회화 첫걸음 
입문

중급
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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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표현과 항공서비스 실무를 
동시에 학습한다

	 	이륙	전부터	착륙	후까지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응대	상황	

총정리

	 	평소	궁금했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항공	상식	수록

	 	각	상황에	맞는	문장을	현장에서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구성한		

포켓북	제공

김지아,	홍상욱	저	|	본서	168면,	포켓북	64면	|	14,000원

MP3 
CD

MP3  
무료

실전 항공서비스 중국어 
초중급

  추가 표현 상황 회화  어법 체크   실력 확인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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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관심	있는	모든	중국인과의	다채로운	대화를	위한		

초중급	중국어	교재

	 	한국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	역사·문화·지리	등에	대한		

상식	수록

	 	한류	드라마·영화,	한식명	등	주제별	한국	관련	단어를		

권말	부록으로	제공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시험	대비	교재로	활용	가능

임대근	저	|	200면	|	13,500원

MP3 
CD

MP3  
무료

Track 22

01	 서울(1)	(제1과)

1	 光化门是朝鲜时期的王宫，也就是说景福宫的正门。
광화문은 조선시대의 왕궁,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2  世宗大王作为朝鲜王朝的第四代君王，创造了韩语字母，还发明了不
少的科学机器。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 제4대 임금으로, 한글 자모를 창제하고, 많은 과학 기기도 발명했습니다.

3  李舜臣将军在壬辰倭乱时期，作为一位海军首领发明了海龟船，积极
对抗倭军并打败了他们。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해군 수령으로, 거북선을 발명해 왜군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4 南大门是首尔都城的南方正门，所以人们通称为“南大门”。
남대문은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대문’이라 불렀습니다.

5 韩国政府要保护传统物质文化遗产，实行“国宝”和“宝物”制度。
한국 정부는 전통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국보’와 ‘보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2	 제주	(제2과)

1 济州岛是韩国最漂亮的一个岛,	有一个别名，就叫“三多岛”。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삼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韩国政府最近在济州岛对中国人施行免签政策。
한국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에게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汉拿山海拔有1950米，是韩半岛南部最高的一座山。
한라산은 해발 1950미터로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4 除了汉拿山以外，南韩还有许多著名的山，如智异山和雪岳山等。
한라산 외에도 남한에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5  在汉拿山和济州岛可以欣赏到很多值得一看的风景，品尝到美味的食物。
한라산과 제주도에서는 볼 만한 많은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정리

801101  首尔 (1)  

Track 02

主任 zhûrèn 주임[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상황상 적당한 직급인 ‘과장’으로 번역함]  I  住宿 zhùsù 묵다, 숙박하다

登记 dçngjì (호텔 등에) 체크인하다, 등록하다  I  顺利 shùnlì 순조롭다  I  咱俩 zán liâ ‘咱们两个人(우리 두 사람)’의 준말[‘俩’는 ‘我俩(우리 둘)’ 

‘他俩(그들 둘)’ ‘兄弟俩(형제 둘)’와 같이 쓰기도 함]  I  逛街 guàng jiç (특별한 목적 없이)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다  I  介绍 jièshào 소개하다

时期 shíqå 시기, 때  I  王宫 wánggõng 왕궁  I  火烧 huôshão 불타다  I  重建 chóngjiàn 중건하다, 다시 짓다  I  轰炸 hõngzhà 폭격하다

原状 yuánzhuàng 원래 모습  I  修建 xiñjiàn 건설하다, 시공하다  I  书经 Shñjång 서경[유가의 오경(五經) 중 하나로, ‘尙書(상서)’라고도 함]

在光化门 광화문에서

金美真 王主任，住宿登记好了吧？ 
 Wáng zhûrèn, zhùsù dçngjì hâole ba?

王   东 是。都很顺利1！ 咱俩去逛街！ 
 Shì. Dõu hên shùnlì^ Zán liâ qù guàng jiç^ 

金美真 好的。您是第一次来韩国。那我先给您介绍一下光化门广
 Hâo de. Nín shì dì-yå cì lái Hánguó. Nà wô xiãn gêi nín jièshào yíxià Guãnghuàmén Guâng

 场2。
 châng.

王   东 光化门广场？离这儿远吗？ 
 Guãnghuàmén Guângchâng? Lí zhèr yuân ma? 

金美真 不远，不远！ 很近！ 这就是我选择它的理由！ 
 Bù yuân, bù yuân^ Hên jìn^ Zhè jiù shì wô xuânzé tã de lîyóu^  

……
金美真  这就是光化门。它是朝鲜时期的王宫，也就是说3景福宫的
 Zhè jiù shì Guãnghuàmén. Tã shì Cháoxiân shíqå de wánggõng, yê jiù shì shuõ Jîngfú Gõng de

 正门，不过壬辰倭乱时期被火烧了，19世纪末大院君重建了。
 zhèngmén, búguò Rénchénwõluàn shíqå bèi huôshão le, shíjiû shìjì mò Dàyuànjñn chóngjiàn le.

 韩国战争的时候，又被轰炸了。目前的光化门，是2006年
 Hánguó Zhànzhçng de shíhou, yòu bèi hõngzhà le. Mùqián de Guãnghuàmén, shì èr líng líng liù nián

 根据原状修建的。
 gçnjù yuánzhuàng xiñjiàn de.

王   东  “光化”是不是从以前《书经》的一句“光被四表、化及万方”
 ‘Guãnghuà’ shì bu shì cóng yîqián 《Shñjång》 de yí jù ‘guãng bèi sì biâo<  huà jí wàn fãng’ 

 来的？ 
 lái de? 

  포인트 정리  말하기  읽기

1	 제시된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각 2점

⑴	다음 중 중국어 단어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逛街 – kuàng jiç  ② 爆发 – pàofã

③ 遗憾 – yíhàn  ④ 传统 – cántông

⑵	다음 중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炕面 – 보일러  ② 祈求 – (바람이 이뤄지기를) 빌다

③ 气氛 – 분위기  ④ 食物 – 먹거리, 음식물

⑶	다음 중 한국어와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의 조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진왜란 – Rénchénwõluàn ② 한라산 – Hànlá Shãn

③ 돼지국밥 – zhñròutãngfàn ④ 한옥마을 – Hánwñcñn

⑷	다음 중 한국어와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의 조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디자인 – 设计  ② 체크인하다 – 登记

③ 비엔날레 – 双年展  ④ 유네스코 – 联合国 

2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각 3점

⑴	今天天气给我们的活动 很大的帮助。

①	带去了	 ②	带来了	 ③	带上了	 ④	带回了

⑵	如果你去济州岛，可以领略大自然的景观， 瀑布和海岸等。

①	打	 ②	说	 ③	例	 ④	如

⑶	釜山位于韩国的东南部，依山傍海，生活 很舒适。

①	起来	 ②	出来	 ③	过来	 ④	上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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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大门——韩国国宝第一号 남대문: 한국 국보 제1호

原名 yuánmíng 원래 이름, 본명[‘本名’이라고 말하지 않음]  I  首都 shôudñ 수도  I  都城 dñchéng 도성 

通称 tõngchçng 일반적으로 ~라고 부르다  I  现存 xiàncún 현존하다  I  建筑 jiànzhù 건축(물) 

保护 bâohù (사람, 사물 등을) 보호하다[유의어 ‘维护 wéihù’는 주로 ‘权利 quánlì 권리’ 등 추상적인 목적어와 함께 씀] 

物质文化遗产 wùzhì wénhuà yíchân 유형문화재[↔非物质文化遗产 fçiwùzhì wénhuà yíchân]  I  具有 jùyôu 가지다

历史性 lìshîxìng 역사적  I  价值 jiàzhí 가치  I  委员会 wêiyuánhuì 위원회  I  审查 shênchá 심사하다  I  指定 zhîdìng 지정하다

目前 mùqián 현재[‘现在’의 의미로, 구어에서도 자주 씀]  I  共有 gòng yôu 모두 ~가 있다[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오며, ‘一共有’와 같음]

南大门，原名崇礼门。1359年朝鲜太祖时期完工建成。 

以前朝鲜王朝把汉阳（今首尔）当做首都1，并建立了都城。 

都城，即汉阳城，它有四大门和四小门。因南大门是首尔都城的

南方正门，所以人们通称为2“南大门”。现存的城门建筑当中，

它是规模最大的。

韩国政府要保护传统物质文化遗产，实行“国宝”和“宝物”

制度。“国宝”是具有很大的历史性、学术性、艺术性和技术性

价值的物质文化遗产，由3政府委员会审查而指定的。“宝物”

也是重要的文化遗产，但“国宝”可以说是4代表每个时代的“宝

物”。目前韩国“国宝”共有309件；“宝物”有1200多件。其中“南大

门”是韩国的“国宝”第一号。

Nándàmén, yuánmíng Chónglîmén. yå sãn wû jiû nián Cháoxiân Tàizû shíqå wángõng jiànchéng. 

Yîqián Cháoxiân wángcháo bâ Hànyáng(jån Shôu8êr) dàngzuò shôudñ, bìng jiànlìle dñchéng.   

Dñchéng, jí Hànyángchéng, tã yôu sìdàmén hé sìxiâomén.     Yån Nándàmén shì Shôu8êr dñchéng de  

nánfãng zhèngmén, suôyî rénmen tõngchçng wéi ‘Nándàmén’. Xiàncún de chéngmén jiànzhù dãngzhõng,  

tã shì guåmó zuì dà de. 

Hánguó zhèngfû yào bâohù chuántông wùzhì wénhuà yíchân, shíxíng ‘Guóbâo’ hé ‘Bâowù’ 

zhìdù. ‘Guóbâo’  shì jùyôu hên dà de lìshîxìng< xuéshùxìng< yìshùxìng hé jìshùxìng  

jiàzhí de wùzhì wénhuà yíchân,  yóu zhèngfû wêiyuánhuì shênchá ér zhîdìng de. ‘Bâowù’  

yê shì zhòngyào de wénhuà yíchân, dàn ‘Guóbâo’  kêyî shuõ shì dàibiâo mêi ge shídài de ‘Bâo 

wù’. Mùqián Hánguó ‘Guóbâo’ gòng yôu sãnbâi líng jiû jiàn; ‘Bâowù’ yôu yìqiãn liângbâi duõ jiàn. Qízhõng ‘Nándà 

mén’ shì Hánguó de ‘Guóbâo’ dì-yå hào. 

  실력 평가

한국通 중국어 
관광·문화·여행초중급

중국어로 전하는 
한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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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중국어 마스터 기본편 
초중급

입문~
초중급

다락원 관광중국어대학전공자·호텔종사자·
관광가이드를 위한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주제별	다양한	회화	표현	수록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중국	문화	이야기	수록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표현들을	추가로	정리한	미니	표현집	제공

박재승	저	|	148면	|	13,0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공항종사자·면세점종사자편』과	『호텔종사자·관광가이드편』은	2018년	내에	출간됩니다.

MP3  
무료

입문편 	김종미,	주성일,	김은주	저	|	200면	|	12,000원

초급편 	주성일,	김종미,	김은주	저	|	216면	|	13,500원

실전편 ① 	김종미,	주성일,	김은주	저	|	160면	|	13,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다락원	관광중국어	입문편,	초급편,	실전편	①

	관광객의	여정에	따른	생생한	본문으로	배우는	회화

	관광중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필진의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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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여행

중국어, 드라마를 만나다 1 
	 	원제:	走进中国百姓生活

	 흥미	만점	중국	드라마	「咱老百姓」으로	배우는	생동감	넘치는	중국어

	회화	표현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시청각	교재

	드라마	영상이	담긴	DVD와	드라마	음성이	그대로	담긴	MP3	CD	제공

刘月华,	刘宪民,	李金玉	저	|	안성재,	전병석	역	|	188면	|	15,000원

DVD MP3 
CD

MP3  
무료

	 	중국의	최신	경향을	살필	수	있는	중국	정보를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

	눈에	쏙	들어오는	중국	5개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부록으로	수록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급할	때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인덱스	스티커	제공

이강인,	양희석,	원호영	저	|	272면	|	8,000원

MP3 
무료

유료  
동영상

	 	원제:	时尚汉语	

	 블랙	푸드,	아이돌	숭배	등	중국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의	회화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생생한	단어	및	표현	학습

	실력을	점검하는	연습	문제와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읽는	유머	중국어

刘德联,	宋海燕,	张丽	저	|	김효민,	고점복	역	|	192면	|	13,000원

MP3 
CD

MP3 
무료

든든 여행중국어 

新문화 중국어 
중급

입문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 

회화도 
정보도

중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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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초급

	 	실용성과	학술성을	겸비한	현실감	있는	중국문화	해설서

	 	4개의	대단원	속	세분화된	14개의	소단원

	 	중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방대한	시각	자료,	쉬운	설명	글과	감각적인	구성

김태만,	김창경,	박노종,	안승웅	저	|	336면	|	16,5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유료  
동영상

	 	중국의	문자·언어·예술·문학	그리고	현대	중국의	대중문화까지,	5천년	역사	속	중국문화	총망라

	 	풍부한	시각	자료와	흥미로운	설명으로	현대	중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능

공상철,	권석환,	이경원,	이창호,	정진강	저	|	308면	|	13,000원

	

 본문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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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어
가
기/

1949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 주석이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건국 60년 이래 10대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50
1950년 9월 17일, 중국은 ‘미

국에 대항에 조선(북한)을 

돕는다’라는 ‘항미원조抗美援

朝’의 이름으로 인민군을 한

국전쟁에 투입하였다. 

1966 
1966년, 잇단 정책의 실패로 정치 일

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마오쩌둥이 

정치권력을 다시 장악하려는 과정에

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였다. 

문화대혁명

1976
1976년 1월 8일, 저우언라이

의 사망, 그리고 9월 9일 마

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10년

간 중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문화대혁명도 종결되었다. 

1978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第十一届三中全會에서 덩샤오핑이 

주창하였던 개혁개방 정책이 당의 

총 노선으로 확정되었다. 

제11기 3중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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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년 8월 8일, 중국은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며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

에 알렸다. 

1979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

은 수교를 맺음으로써 30년

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하였다. 

미중수교

1992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덩

샤오핑은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시찰하고 남순강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에는 다시 개혁개방의 바람

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 24

일,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관계의 새로

운 장을 열었다.

남순강화 덩샤오핑 동상

2001
2001년 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개혁개

방 정책이 전면적 시장개방으로 나아가

는 것을 의미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1989 
1989년, 개혁개방 정책 이래 

쌓여왔던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민주

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발

전하였고, 6월 4일 중

국공산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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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  03

1. 20세기 중국공산당과 정치 발전 

중국공산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한다. 중국 사회 변화의 핵심에는 중국공산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민대회당(人民大會黨) 

톈안먼 광장 서쪽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중요한 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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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확립한 혁명적 사회주의 이론 

(1) 중국공산당 성립 배경

5·4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전파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19년 1월 파리에서 승전국들 간의 강화회

의가 열렸다. 파리강화회의에서는 일본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얻어낸 21개조 요구

가 통과되었다. 이 21개조 요구에는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성山東省 이권을 일본에 이

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격

분한 중국 민중에 의해 1919년 5월 4일 톈

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

는데, 이것이 바로 5·4운동의 시발점이다.

5·4운동은 21개조 철폐, 군벌 타도 등을 

외치는 대학생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참여 계층이 상인, 노

동자로 확대되면서 운동의 성격 또한 신문화운동으로 확대되었다. 5·4운동

으로 인해 굴욕적인 21개조 요구에 조인한 정치가들이 매국노로 지목되어 파

면되었고, 1922년에는 21개조 조약의 파기를 이끌어 냈다. 5·4운동의 영향

으로 중국 개혁의 주체는 소수 엘리트 정치가가 아니라 대다수 민중이며 개

혁의 방향 또한 반제반봉건에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처럼 ‘민중’이 주목받고 

‘반제반봉건’의 구호가 만연한 시대적 배경하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마르크

스주의1가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와 같

은 공산주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중국공산당 창당

공산주의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이라고도 하는 코민테른 Comintern 은 

1919년에 설립된 각국 공산당들의 연합이다. 코민테른의 공식 목적은 세계 

혁명의 증진이었지만 주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의 통제 기관으로 기능

1919년 5월 4일 톈안먼 광장

중국문화 책_0831.indb   43 2016-03-15   오전 10:43:18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초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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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학·어학 중고급

현대중국어개론 
	 	원제:	现代汉语概论

	 중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어학개론서

	음성,	한자,	어휘,	문법,	수사	등	총	5개	파트로	이루어진	알찬	구성

	쉬운	설명과	풍부한	예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그림	및	도표	수록

陈阿宝,	吴中伟	저	|	김난미,	김정은	역	|	336면	|	13,000원

	 	사마천,	도연명,	소식	등	당대	최고	산문가들의	명문장	소개

	주석과	해석을	통해	중국	선인들의	사상에	대한	쉬운	이해	가능

	각	문장에	대한	발음도	담아	강의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습	가능

최봉원	저	|	440면	|	15,500원

	 	각	조대별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전한	중국	문학	총망라

	중국	문학을	시대별,	장르별로	구분한	자세한	소개

	각	작품	및	작가,	역사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예술	작품을	함께	수록

이수웅	저	|	440면	|	15,000원

중국 고전산문 選讀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중고급

중고급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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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실력 다지기 1

| 제3부분 |

1 A. 4号 B. 10号 C. 2号

2 A. 3个月 B. 2个月 C. 5个月

3 A. 3点 B. 3点一刻 C. 3点半

4 A. 6.5元 B. 3.5元 C. 4.5元

5 A. 25个人 B. 34个人 C. 29个人

정답 및 해설  해설서 p.34

STEP 3

실력 다지기 2

| 제4부분 |

1 A. 23岁 B. 24岁 C. 25岁

2 A. 5.2元 B. 25元 C. 2.5元

3 A. 下个月 B. 下个星期 C. 明年

4 A. 10点 B. 12点 C. 2点

5 A. 900元 B. 905元 C. 950元

정답 및 해설  해설서 p.36

STEP 3

Track 098

Track 099

Day 26

Day 27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본문내지.indb   88 2018-01-18   오후 2:03:58

독해
 제

 2 부
분

실력 다지기 1

1 对一个女人来说，漂亮、聪明都很重要，但 (       ) 最重要的是快乐。

2 明天早上我先去银行，(       ) 再去找你。

3 下个星期是她的生日，我要准备一些 (       ) 送给她。

4 我星期二 (       ) 飞机去中国了，今天早上才回来。

5 天气预报说今天天气不错，不冷也不 (       )。

정답 및 해설  해설서 p.92

STEP 3

실력 다지기 2

1 A：最近怎么 (       ) 没看见他？

 B：他去旅游了，可能这个周末才能回来。

2 A：这是一个 (       ) 好的机会啊！ 你必须去。

 B：一共只有两个月？那好吧。

STEP 3

Day 26

Day 27

A. 礼物        B. 其实        C. 坐        D. 热        E. 然后

A. 终于        B. 一直        C. 多么        D. 提高        E. 打算

05 부사 어휘 선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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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다지기 유형 파악하기 / 내공 쌓기

新HSK 종합서 中 절대 강자! ‘한끝’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	4급,	5급,	6급

	매회	시험에	대한	경향	분석을	토대로	한	꼼꼼한	유형	설명

	효과적인	실전	연습과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

	학습	중간에	제공되는	실제	시험의	절반	분량인	Mini	모의고사	

	급수별	필수	어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장	제공

3급 	남미숙	저	|	본책	288면,	해설서	168면,	단어장	88면	|	25,000원

4급 	남미숙	저	|	본책	328면,	해설서	240면,	단어장	88면	|	25,000원

5급 	남미숙	저	|	본책	360면,	해설서	280면,	단어장	128면	|	27,000원

6급 	남미숙	저	|	본책	312면,	해설서	360면,	단어장	128면	|	28,0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40일 완성 필독 종합서

HSK
한권으로

끝내기

新  

남미숙 저

3 해설서

MP3 CD 1장

필수어휘 600 단어장 급

2013년 汉办한빤 

新 HSK 필수어휘 

수정리스트 제공!  

新HSK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 표1.indd   1 2015-06-03   오전 10:15:52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초중급 
~고급

16

중국어에서 한 글자의 발음은 성모, 운모, 성조로 이루어진다. 성모란 음절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 자음이며, 성모를 제외한 

음절의 나머지가 운모이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中 zhõng’의 ‘zh’가 성모이고, ‘ong’가 운모이며, 성조

는 1성이다. 이 세 가지 발음 요소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조가 다르거나 같은 글자 구분하기

소리 내어 발음하라!

발음을 정확히 구분해 듣기 위해서는 평소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발음, 정확한 성조로 읽을 줄 알아야 들을 때도 잘 들린다. 

01
듣기 첫걸음

성조 구분
Day 01

본격적인 듣기 훈련에 앞서 新 HSK 3급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쉽게 혼동하는, 성모와 운모가 같고 성조가 다르거나 

같은 핵심 단어들을 소개한다. 각 단어의 성조에 특히 주의해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한 후, 문장의 빈칸 채우기를 통해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자.

1.   矮  âi  4 (키가) 작다 Track 001

爱  ài  2 사랑하다

 我 一个女孩儿，她又 又瘦，很可爱。

나는 한 여자 아이를 사랑한다. 그녀는 작고 말랐고, 귀엽다.

女孩儿 nÚháir 1 여자 아이, 소녀 | ★又 yòu 3 한편, 또한, 동시에[몇 가지 상황이나 성질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 ★瘦 shòu 4 (몸이) 

마르다 | ★可爱 kê8ài 4 귀엽다

   爱, 矮

2.   白  bái  4 희다 Track 002

百  bâi  q 100, 백 

 那件 的一 八十五块钱。

저 하얀 것은 185위앤이다.

件 jiàn w 옷[주로 상의]을 셀 때 쓰임 | 块 kuài w 돈을 셀 때 쓰임[=元 yuán] | 钱 qián 1 화폐, 금전

   白, 百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급-본문내지.indb   16 2018-01-18   오후 1:57:33

듣기
 첫

걸
음

3.   包  bão  2 (물건을) 싸다 Track 003

饱  bâo  4 배부르다

 吃 了。服务员，剩下的打 吧！

배부르다. 종업원, 남은 거 싸주세요!

服务员 fúwùyuán 1 종업원 | 剩下 shèngxia 2 남다 | 打包 dâbão 2 (종이, 천, 마대, 새끼줄 등을 써서) 포장하다, 싸다 | 吧 ba 5 구절 끝

에 쓰여 제의, 부탁, 명령, 재촉 등의 어기를 나타냄 

   饱, 包

4.   带  dài  2 (몸에) 지니다, 가지다, 휴대하다, 챙기다 Track 004

戴  dài  2 (물건을 머리, 얼굴, 목, 가슴, 팔 등에) 착용하다, 쓰다, 끼다, 차다

 那个 帽子的男人没 护照，不能坐飞机。

저 모자 쓴 남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 

★帽子 màozi 1 모자 | 男人 nánrén 1 남자 | ★护照 hùzhào 1 여권 | 不能 bù néng ~해서는 안 된다 | 坐 zuò 2 (교통수단 또는 가축 

등에) 타다 | 飞机 fçijå 1 비행기

   戴, 带

5.   灯  dçng  1 등, 등불 Track 005

等  dêng  2 기다리다

 你 我，我要关 。

나 좀 기다려, 난 등(불)을 꺼야 해.

要 yào 0 ~해야 한다 | ★关 guãn 2 (기계의 동작, 운전 또는 전기 장치를) 끄다

   等, 灯

6.   喝  hç  2 마시다 Track 006

河  hé  1 강

和  hé  y6 ~와, ~과

 我 小王不 咖啡， 绿茶。

나와 샤오왕[Xiâowáng]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녹차를 마셔. 

咖啡 kãfçi 1 커피 | 绿茶 lÛchá 1 녹차

   和, 喝, 喝

01 성조 구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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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TSC 
중급 
~고급

新HSK 급소공략 

유형 분석 공략법으로 新HSK를 
마스터한다

	 	新HSK	급소공략	4급	듣기,	4급	독해,	4급	쓰기,		

5급	듣기,	5급	독해,	5급	쓰기,	6급	듣기,	6급	독해,	6급	쓰기

	 	유형별,	급수별,	분야별로	정리한	자주	출제되는	문제	공략법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정답	찾는	비법	공개

	 	최종	실력	점검을	위한	모의고사	3회분

4급 듣기 	김종섭	저	|	본책	152면,	해설서	120면	|	16,000원

4급 독해 	박은정	저	|	본책	152면,	해설서	120면	|	14,000원

4급 쓰기 	양영호	저	|	본책	128면,	해설서	88면	|	14,000원

5급 듣기 	황지영	저	|	본책	176면,	해설서	144면	|	18,000원

5급 독해 	양주희	저	|	본책	184면,	해설서	144면	|	15,000원

5급 쓰기 	유태경,	方红梅,	易小香	저	|	176면,	해설서	128면	|	15,000원

6급 듣기 	박정순,	宋伟秀	저	|	본책	144면,	해설서	128면	|	16,000원

6급 독해 	강주영,	王乐	저	|	본책	328면,	해설서	152면	|	21,000원

6급 쓰기 	孙睿超	저	|	본책	200면,	해설서	88면	|	15,000원

MP3 
CD

MP3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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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남��Track 01

          Nî hâo6
男∶你好！ 안녕!

          Nî hâo6
女∶你好！ 안녕!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상황, 헤어지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상황입니다.

인사하기

플러스 표현

1

 Nín hâo^ 
A : 您好！ 안녕하세요!

 Nín hâo^ Hâojiû bú jiàn^
B : 您好！ 好久不见！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Nî zuìjìn zênmeyàng? 
A : 你最近怎么样？요즘 어때?

 Wô zuìjìn hên máng.
B : 我最近很忙。나는 요즘 바빠.

12

1. 동사술어문

	 술어가	‘동사’인	문장을	말합니다.

 ⑴ 자동사가 술어인 문장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술어일	때는	‘주어+술어’만으로	문장이	됩니다.

	 	
주어

								
술어

		

她
Tã

   哭
 kñ.

。그녀가	운다.

	주어		술어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술어	앞에	‘不	bù’나	‘没	méi’를	붙입니다.

	 	
주어

								
不 / 没 

								
술어

		

她
Tã

   不
bù

   哭
 kñ.

。그녀는	울지	않는다.			→ 그녀의 의지로 울지 않음

	주어			不			술어

她
Tã

			没
méi

			哭
 kñ.

。그녀는	울지	않았다.			→ 객관적인 사실의 부정

	주어			没			술어

 ⑵ 타동사가 술어인 문장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술어일	때는	술어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주어

								
술어

								
목적어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크게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뉘며,	술어가	‘동사’

인	‘동사술어문’,	술어가	‘형용사’인	‘형용사술어문’,	술어가	‘명사’인	‘명사술어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서문은	

문장	끝을	올려	말하지	않으며,	문장	끝에	마침표는	고리점(。)을	붙입니다.	우리말의	온점(	.	)과	달리	속이	채워지

지	않은	동그라미(。)	모양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평서문

예제

 
21   A  哭

kñ
  了

le
 B  生

shçngqì
气  了

le
 C  笑

xiào
  了

le

듣기 제3부분

듣기 제3부분에는 듣기 영역 전체 35문항 중 10문항이 출제됩니다.

1.�풀이�방법
 ➊ 보기 A~C에 주어진 내용을 빠른 속도로 훑어봅니다.

 ➋ 남-여 혹은 여-남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두 번 반복되는 녹음을 듣습니다.

 ➌ 대화 관련 질문을 듣고, 시험지에 제시된 보기 A~C 중에서 질문과 관련된 답을 골라 체크합니다.

 ➍ 듣기 영역 시험이 모두 끝나면 따로 주어지는 답안지 마킹시간(3분)에 답을 옮겨 적습니다.

2.�자주�출제되는�질문�유형
 ➊ 가려는 곳, 대화가 벌어지는 곳 등 장소를 묻는 질문

 ➋ 인물의 신분이나 직업을 묻는 질문

 ➌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

 ➍ 횟수, 수량, 시점, 가격 등을 묻는 질문

 ➎ 말하는 사람의 말뜻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➏ 인물의 심정, 기분, 태도 등을 묻는 질문

3.�문제�풀�때�주의할�점
 ➊ 녹음 대화는 두 번씩 읽어 주고, 14~15초 정도의 정답 선택 시간을 줍니다.

 ➋ 대화에만 집중하다가 이어지는 질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➌ 남녀의 대화를 들을 때는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을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➍ 녹음을 듣기 전에 보기를 먼저 확인하면, 어떤 내용에 특히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4.�고득점을�위해�기억할�점
 ➊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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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听  力

모의고사1

第 一 部 分

第 1 – 10 题

例如：

√

×

1.

2.

3.

Track 89

 듣기·독해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를 풀어요! 중국어 문장을 이해해요!  일상 회화 표현을 기억해요!

新HSK 1·2급을 집중 공략한다

	 	주니어를	위한	新HSK	실전문제집	1급,	2급

	원제:	新汉语水平考试模拟考试题集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중국어	문장	구조와	일상	회화	표현	등을		

삽화와	함께	흥미롭게	구성

	주니어	및	입문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설

	실전	대비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	8세트(1급),	5세트(2급)

1 	王江	저	 2 	刘红英	저	|	신정원	역	|	본책	168면	내외,	해설서	136면	내외	|		

각	권	18,000원	

MP3 
CD

MP3  
무료

新HSK 실전문제집
초중급

주니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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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TSC 

新HSK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최신 경향으로 실전에 완벽 대비한다

	 	新HSK	마스터	실전	모의고사	3급,	4급,	5급,	6급

	 	중국	최고	新HSK	전문가의	최신	경향	모의고사	5세트

	 	정확하고	명쾌한	해석집(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나만의	어법	및	단어를	필기할	수	있는	듣기	대본

	 	권말에	정리된	급수별	필수	어휘

3급 	刘云	저	|	이정민	역	|	192면	|	13,000원

4급 	 5급 	刘云	저	|	이정민	역	|	236면	내외	|	각	권	13,500원

6급 	刘云	저	|	장석민	역	|	272면	|	14,500원

MP3 
CD

MP3  
무료

 듣기 대본 해석집  필수 어휘 리스트 모의고사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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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노트 문제집  해설집

新HSK, 이제 모의고사도 한권으로  
끝낸다 

	 	新HSK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3급,	4급,	5급,	6급

	 	철저한	경향	분석을	토대로	만든	모의고사	5세트

	 	친절하고	꼼꼼한	해설을	담은	해설집

	 	필수	단어와	핵심	어법을	한	권에	담은	정리노트

	 	책	전체가	녹음된	MP3	CD

3급 	 4급 	남미숙	저	|	문제집	90면	내외,	해설집	314면	내외,	정리노트	84면	내외	|		

각	권	19,500원

5급 	 6급 	남미숙	저	|	문제집	124면	내외,	해설집	444면	내외,	정리노트	100면	내외	|		

5 	25,000원	 6 	26,000원

MP3 
CD

MP3  
무료

新HSK 모의고사 한권으로 끝내기 
실전

72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新HSK·TSC 실전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4급,	5급,	6급

	 	新HSK	문제를	완벽히	분석한	모의고사	3회분

	 	新HSK에	완벽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하고	친절한	해설

	 	급수별	新HSK	필수	어휘	제공

4급 	박은영,	金顺基,	董萃	저	|	136면	|	10,000원

5급 	 6급 	金顺基,	董萃,	박은영	저	|	180면	내외	|		

5 	10,000원	 6 	12,000원

MP3 
CD

MP3 
무료

유료  
동영상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다락원 新HSK 모의고사 
실전

	 	고득점행	新HSK	모의고사	3급,	4급,	5급,	6급

	원제:	新汉语水平考试模拟考试题集	

	 국내	실력파	강사들이	검증·보완한	실전	모의고사	5세트

	고득점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해설

	주요	단어와	표현을	되새길	수	있는	복습	퀴즈	제공

3급 	金学丽	저	|	구본미,	박현정	역	|	248면	|	15,000원

4급 	李春玲	저	|	강승완	역	|	344면	|	17,500원

5급 	董萃	저	|	권수철	역	|	352면	|	18,000원

6급 	王素梅	저	|	양영호,	권수철	역	|	432면	|	19,500원

MP3 
CD

MP3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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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 단시간에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통과한다

	 	최신	TSC	출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주제별,	유형별	문제	수록

	논리적이고	정확한	답변	구사를	도와	주는	답변	틀	제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모범답안		

수록

	 	외워	두면	좋은	표현과	틀리기	쉬운	표현을	정리한	필수	표현집		

제공

장민영	저	|	344면	|	21,000원

MP3  
무료

다락원 TSC 마스터 
중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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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답변 익히기 03-06

다음은 제3부분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답변들이다. 입에 익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녹음을 듣고 여러 번 따라 읽어 

보자.

⑴ 好啊，我特别喜欢喝咖啡。 좋아요. 나 커피 마시는 거 매우 좋아해요.

 Hâo a, wô tèbié xîhuan hç kãfçi.

⑵  好的，我也正想去呢。 좋아요. 나도 마침 가고 싶었어요.

 Hâode, wô yê zhèng xiâng qù ne.

⑶  好啊，那我们什么时候在哪儿见？ 좋아요. 그럼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Hâo a, nà wômen shénmeshíhòu zài nâr jiàn?

⑷  当然可以，我现在有空。 당연히 되죠. 나 지금 시간 있어요.

 Dãngrán kêyî, wô xiànzài yôu kòng.

⑸  没问题！ 我来帮你吧。 문제없어요. 내가 도와 줄게요.

 Meíwèntí6 Wô lái bãng nî ba.

⑹  对不起，我跟别人约好了。 미안해요.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Duìbuqî, wô gçn biérén yuç hâo le.

⑺  我也真想去玩儿，但是我已经约了别人。 

 Wô yê zhçn xiâng qù wánr, dànshì wô yîjång yuç le biérén.

 나도 정말 가서 놀고 싶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요.

⑻  不好意思，最近我在准备汉语考试，非常忙。
 Bùhâoyìsi, zuìjìn wô zài zhûnbèi hànyû kâoshì, fçncháng máng.

 미안해요. 요즘 중국어 시험 준비 중이라 매우 바빠요.

⑼  不好意思，我现在有急事，不能跟你一起去看电影。
 Bùhâoyìsi, wô xiànzài yôu jíshì, bùnéng gçn nî yìqî qù kàn diànyîng.

 미안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당신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수가 없어요.

⑽  不好意思，我从昨天晚上开始一直头疼、发烧，非常难受，我得去医院看病。
  Bùhâoyìsi, wô cóng zuótiãn wânshang kãishî yìzhí tóuténg、fãshão, fçicháng nánshòu, wô dêi qù yåyuàn 

kànbìng.

  미안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너무 괴로워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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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어휘 내공 쌓기 03-01

어휘를 공부할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소리 내어 입으로 외워야 실제 시험에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咖啡店

（＝咖啡厅）

kãfçidiàn 1 커피숍, 카페

(=kãfçitång)
咖啡 kãfçi 1 커피

美式咖啡 mêishì kãfçi 아메리카노 拿铁 nátiê 라떼

茶 chá 1 차 面包 miànbão 1 빵

蛋糕 dàngão 1 케이크 饼干 bînggãn 1 과자

美术馆 mêishùguân 1 미술관 展览会 zhânlânhuì 1 전람회

美术 mêishù 1 미술 欣赏 xånshâng 2 감상하다

爱好 àihào 1 취미 画 huà 2 (그림을) 그리다

对……感兴趣 duì_gânxìngqù ~에 대해 관심이 있다 电影 diànyîng 1 영화

电影院 diànyîngyuàn 1 영화관 电影票 diànyîngpiào 1 영화표

口碑 kôubçi 1 평, 평판 主演 zhûyân 12 주연(하다)

书店 shñdiàn 1 서점 书 shñ 1 책

小说 xiâoshuõ 1 소설 杂志 zázhì 1 잡지

词典 cídiân 1 사전 本 bên w 권

准备 zhûnbèi 12 준비(하다) 考试 kâoshì 12 시험(을 치다)

饭馆 fànguân 1 식당 开 kãi 2 영업을 시작하다, 문을 열다

尝尝 chángchang 2 맛보다 运动 yùndòng 12 운동(하다)

打乒乓球 dâ pångpãngqiú 탁구를 치다 打羽毛球 dâ yûmáoqiú 배드민턴을 치다

打排球 dâ páiqiú 배구를 하다 打网球 dâ wângqiú 테니스를 치다

打台球 dâ táiqiú 당구를 치다 打保龄球 dâ bâolíngqiú 볼링을 치다

打高尔夫球 dâ gão8êrfñqiú 골프를 치다 打壁球 dâ bìqiú 스쿼시를 하다

제3부분 제안/부탁 문제에서는 무엇을 제안 혹은 부탁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 및 동사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제안/부탁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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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출 답변 익히기 빈출 어휘 내공 쌓기  빈출 질문 연습하기

실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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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그림을 보고 문제에 답해 보자.

⑴
 

⑵

⑶

⑷

⑸

제
3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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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질문 연습하기 03-05

제3부분은 문장의 핵심 동사 및 명사를 듣지 못하면 질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는 연습을 해 보자.

⑴	 周日你 的话， 我家 吧。怎么样？

	 일요일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어때요?

	

⑵		 我们一起 英语 吧。

	 우리	같이	영어학원	다녀요.

⑶		 听说今天下午会 ，我们改天再去 怎么样？

	 오늘	오후에	비	온다던데,	우리	다음에	등산하러	가는	게	어때요?

⑷		 洗衣机 了，能不能 我 一下儿？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수리	좀	해	주시겠어요?

⑸		 你能 我 一下会议资料吗？

	 나	대신	회의	자료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⑹	 听说 附近新开了一家 ，你知道吗？

	 회사	근처에	백화점이	새로	오픈했다고	하는데,	당신	알아요?

⑺	 我 了，下个 你来我家玩儿吧。

	 나	이사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⑻	 借我 一下你的 ，可以吗？

	 당신	자전거	좀	빌려	줄	수	있어요?

⑼	 今天 真好，我们 去海边玩儿吧。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우리	차	타고	바다에	가서	놀아요.

⑽	 你替我 房间，可以吗？

	 나	대신	방	청소	좀	해	줄	수	있어요?

  실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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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TSC 발음부터 4급까지 

중국어 발음부터 TSC 4급까지  
한번에 통과한다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를	위한	TSC	시험	대비용	교재

	 	TSC	대비	필수	학습	자료로	표현	공식,	품사별	단어	정리,		

실전	모의고사	수록

	 	1권(발음부터	2급까지):	중국어의	발음을	자세히	다루고	TSC	

초급자를	위한	필수	어법과	실용	예문	총정리

	 	2권(3급부터	4급까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법과	TSC	빈출		

표현을	학습하여	회화와	TSC를	동시에	마스터

최정화	저	|	352면	|	21,000원

MP3  
무료

입문~
초중급

가족 관계   1-54

爷爷 yéye 1 친할아버지 奶奶 nâinai 1 친할머니 

姥爷 lâoye 1 외할아버지 姥姥 lâolao 1 외할머니

爸爸 bàba 1 아빠, 아버지 妈妈 mãma 1 엄마, 어머니 

哥哥 gçge 1 오빠, 형 姐姐 jiêjie 1 언니, 누나

弟弟 dìdi 1 남동생 妹妹 mèimei 1 여동생

妻子 qåzi 1 아내 丈夫 zhàngfu 1 남편 

女儿 nÚ8ér 1 딸 儿子 érzi 1 아들

양사   1-55

양사 대표 명사 용법

个 gè 人 rén 사람 | 杯子 bçizi 잔, 컵 명, 개[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단위]

口 kôu 人 rén 사람 식구[식구를 세는 단위]

本 bên 书 shñ 책 | 杂志 zázhì 잡지 권[책을 세는 단위]

件 jiàn 衣服 yåfu 옷 | 事 shì 일 | 礼物 lîwù 선물 벌, 건, 개[옷이나 일, 선물을 세는 단위]

杯 bçi 咖啡 kãfçi 커피 | 茶 chá 차 잔[잔을 세는 단위] 

双 shuãng 鞋 xié 신발 | 袜子 wàzi 양말 | 筷子 kuàizi 젓가락 쌍, 켤레[쌍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세는 단위]

台 tái 电脑 diànnâo 컴퓨터 | 电视 diànshì 텔레비전 대[전자제품을 세는 단위]

部 bù 手机 shôujå 휴대전화 | 电影 diànyîng 영화 대, 편[기계, 소설, 영화 등을 세는 단위]

张 zhãng 桌子 zhuõzi 책상 | 照片 zhàopiàn 사진 | 票 piào 표 [넓고 평평한 것을 세는 단위]

把 bâ 雨伞 yûsân 우산 | 椅子 yîzi 의자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세는 단위]

只 zhå 狗 gôu 개 | 猫 mão 고양이 | 鸟 niâo 새 마리[동물을 세는 단위]

条 tiáo
裙子 qúnzi 치마 | 裤子 kùzi 바지 | 连衣裙 
liányåqún 원피스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

顶 dîng 帽子 màozi 모자 [꼭대기가 있는 것을 세는 단위]

块 kuài 面包 miànbão 빵 | 肉 ròu 고기 | 手表 shôubiâo 손목

시계
[덩어리를 세는 단위]

家 jiã
饭馆儿 fànguânr 식당 | 商店 shãngdiàn 상점   
公司 gõngså 회사

[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을 세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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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어휘 다지기 중국어 발음  어법 익히기

1. 주어진 한국어 대답을 중국어로 바꾸어 써 보세요.

1 질문

대답

这座楼有多高？이 건물은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Zhè zuò lóu yôu duõ gão?

이 건물은 높이가 183m입니다. 

 

  楼 lóu 1 건물   

2 질문

대답

行李有多重？짐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Xíngli yôu duõ zhòng?

짐은 무게가 23kg입니다.

 

3 질문

대답

你们公司离这儿多远？당신의 회사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Nîmen gõngså lí zhèr duõ yuân?

우리 회사는 여기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108  

다음 대화를 듣고 관련 어법을 배워 봅시다.

A	 你会游泳吗？당신은 수영할 줄 알아요? 

 Nî huì yóuyông ma?  

B	 我会游泳，我可以教你游泳。
 Wô huì yóuyông, wô kêyî jião nî yóuyông.
 나는 수영할 줄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수영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1-93

⦁	여러	가지	조동사	
	 	조동사란	동사	앞에	쓰여	능력,	바람,	허락,	가능,	의지,	추측	등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말한다.	조동사와	부사가	함께	쓰일	경우	부사는	조동사	앞에	위치한다.

 1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会	huì,	能	néng’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1) 会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낸다.

  (1) 긍정형 

你会说汉语吗？당신은 중국어를 할 줄 아나요?

Nî huì shuõ Hànyû ma?

你会做饭吗？당신은 밥 할 줄 아세요?

Nî huì zuòfàn ma?

  (2) 부정형 

丈夫不会做菜。남편은 요리를 할 줄 모른다.

Zhàngfu bú huì zuò cài.

她不会开车。그녀는 운전할 줄 모른다.

Tã bú huì kãichç.

‘会’의 또 다른 의미TIP

‘会’는 ‘할 줄 안다’는 뜻 외에, 실현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긍정형은 ‘~할 것이

다, 부정형은 ‘~할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쓴다. 

他明天会来吗？그가 내일 올까? 明天不会下雨。내일은 비가 올 리가 없어.

Tã míngtiãn huì lái ma? Míngtiãn bú huì xiàyû.

146  

 TSC 실전 맛보기

75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인 중국通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자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	2,	3,	4,	5,	6

	 	유쾌한	그림과	함께	일상생활	속	대화를	재미있게	학습

	매	과마다	학습	내용과	연관된	중국	문화	지식	제공

	다양한	활동과	만들기로	효과적인	복습	

	단어	카드,	복습	게임	자료	등의	권말	부록과	워크북	수록

	플래시와	오디오	음원이	담긴	멀티	CD	제공

정상현,	南美香,	유한나	저	|	130면	|	각	권	14,800원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각	권	12,800원

*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네이버	다락원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rakwonbook)를	방문하시면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교재	교육	특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스타터』가	2018년	내에	출간됩니다.

워크북 멀티 
CD

MP3 
무료

입문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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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대화해요 

 차근차근 익혀봐요 / 재미있게 연습해요

 실력을 쑥쑥 키워요 / 신나게 놀아봐요

 중국 문화 이야기

46

4  你家有几口人？ 
  너희 집은 식구가 몇 명이니?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권 본서.indb   46 2013-10-23   오후 2:56:34

 47

중국에는 아직도 황제가 있다?

중국에는 아직도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여러분이 생각

하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진 않아요. 오늘날 중국의 황제는 바로 

각 가정의 외동딸, 외동아들이랍니다.

이들을 ‘샤오황띠(小皇帝 xiâohuángdì)’, 즉 ‘작은 황제’라고 부

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한 자녀

만 낳을 수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마치 황제처럼 떠받들어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한 자녀 정책’에도 변화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4  你家有几口人？ 
  너희 집은 식구가 몇 명이니?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권 본서.indb   47 2013-10-23   오후 2:56:36

 자신 있게 발음해요 / 새 단어를 배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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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你好！		안녕!

	 만났을	때	하는	인사	/	헤어질	때	하는	인사

02 你是哪国人？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국적	묻고	답하기

03 你叫什么名字？네	이름이	뭐니?

	 이름	묻고	답하기

04 你家有几口人？너희	집은	식구가	몇	명이니?

	 有를	활용한	가족구성원	설명	/	가족	수	묻고	답하기

05 你哥哥多大？네	형은	몇	살이니?

	 나이	묻고	답하기	/	‘真’을	활용하여	감탄	표현하기

06 今天几月几号？오늘은	몇	월	며칠이니?

	 날짜와	요일	묻고	답하기

07 那是老师的书吗？저것은	선생님의	책이에요?

	 ‘这,	那’를	활용하여	사물	묻고	답하기

08 我想当画家。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취미와	장래희망	말하기

01 你喜欢什么颜色？너는	무슨	색을	좋아해?

	 좋아하는	색깔	묻고	답하기

02 一起做剪纸吧！	같이	종이공예	해	보자!

	 ‘谁有+사물’	표현	배우기	/	권유하는	표현	배우기

03 现在几点？지금	몇	시야?

	 시간	묻고	답하기

04 我去书店。나는	서점에	가.

	 장소	묻고	답하기

05 梨多少钱？배는	얼마예요?

	 가격	묻고	답하기

06 你想喝什么？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어?

	 ‘请’과	‘想’을	활용한	표현

07 我养一只小狗。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

	 양사	‘只’	배우기	/	형용사	중첩	배우기

08 我也会骑自行车。나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

	 ‘会’를	사용하여	‘~을	배워서	할	수	있다’는	표현	배우기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2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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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快来吃饭吧！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권유,	재촉하는	표현	배우기	/	위치	표현하기

02 你在做什么呢？너	지금	뭐하고	있어?

	 	진행형	표현	배우기	/	전화번호	묻고	답하기

03 我没带画笔。나는	그림붓을	안	가져왔어.

	 완료	표현	배우기	/	‘没’를	활용한	부정	표현	배우기

04 你能吃辣的吗？너	매운	거	먹을	수	있니?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과	‘有点儿’을	활용한	표현	배우기

05 小心点儿吧。조심하세요.

	 동작의	반복	표현과	‘一点儿’을	활용한	표현	배우기

06 感冒好点儿了吗？감기는	좀	괜찮아졌니?

	 ‘多了’를	활용한	표현	배우기	/	연동문	배우기

07 明天天气怎么样？내일	날씨	어때요?

	 ‘有的’를	활용한	표현	배우기	/	‘太……了’로	정도	표현하기

08 我们还能做什么呢？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要’를	사용한	의무와	금지의	표현	배우기

01 你有什么爱好？네	취미는	무엇이니?

	 취미	묻고	답하기	/	긍정부정	의문문으로	묻고	답하기

02 这件比那件好看。이	옷이	저	옷보다	예뻐.

	 비교문	배우기	/	양사	배우기

03 你去过上海吗？너는	상하이에	가	본	적	있니?

	 ‘过’를	활용하여	경험	표현하기

04 我打算看京剧。나는	경극을	볼	거야.

	 ‘打算’을	활용하여	계획	묻고	답하기

05 我们坐地铁去吧。우리	지하철	타고	가자.

	 목적지와	교통수단	표현하기	/	‘还是’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6 书店怎么走？서점은	어떻게	가요?

	 ‘往’을	활용하여	방향	표현하기	/	‘怎么’를	활용하여	길	묻기

07 汉娜跑得真快！		한나는	정말	빨리	뛰어!

	 ‘得’를	활용하여	정도	표현하기	/	‘第’를	활용하여	순서	표현하기

08 是从北京来的。그는	베이징에서	왔어요.

	 ‘是……的’를	활용해	강조하기	/	‘又……又……’로	표현하기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3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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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你经常上网吗？너는	인터넷을	자주	하니?

	 동작의	진행	표현하기	/	‘除了’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2 	东西都带了没有？ 
물건은	다	챙겼니?

	 ‘差点儿’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没有’의	다른	표현	배우기

03 那你来点吧。그럼	네가	주문해.

	 ‘来’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别’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4 	爷爷一定会很高兴的。	

할아버지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会’를	활용한	추측	표현	/	‘送’이	포함된	문장의	어순	익히기

05 作业写完了吗？숙제는	다	했니?

	 ‘동작+完’	활용	표현	/	‘先……,	然后……’	활용하여	표현하기

06 快要中秋节了！		곧	추석이에요!

	 ‘快要’를	활용한	표현	/	‘差不多’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7 听起来很有意思。재미있겠다.

	 ‘동작+起来’	활용	표현	/	‘所以’를	활용하여	결과	표현하기

08 天过得很愉快！		오늘	참	즐거웠어!

	 	‘对……感兴趣’를	활용한	표현	/	‘虽然’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01 被蚊子咬了。모기에	물렸어.

	 ‘被’	/	‘越……	越……’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2 	把这些稿纸给后面的人。	

이	원고지를	뒷사람에게	전해	줘.

	 ‘左右’	/	‘把’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3 原来是在学习呀！		알고	보니	공부하고	있었구나!

	 ‘以为’	/	‘地’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4 	肚子咕噜咕噜地响！			

배가	꼬르륵	꼬르륵거려!

	 이합동사	익히기	/	‘极了’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5 舌头好像麻了！		혀가	얼얼해요!

	 ‘只要……就……’	/	‘好像’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06 票都卖光了。표가	다	팔렸어요.

	 ‘本来’	/	‘……是……’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7 可以借几本书？몇	권	빌릴	수	있어요?

	 ‘上’	/	‘错’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08 我想成为一个中国通。나는	중국통이	되고	싶어요.

	 ‘举办’	/	‘成为’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5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6

목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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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중국어 단어를 익히며  
쉽게 배우자

	 	20개의	주제로	분류된	약	400개의	단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함께	

학습

	 	배운	단어를	주제와	관련된	문장에	대입하며	문장으로	확장	

연습

	 	재미있는	문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김미선	저	|	152면	|	14,800원

MP3 
CD

MP3  
무료

1  大象 dàxiàng 코끼리    2  熊猫 xióngmão 판다    3  猪 zhñ 돼지    4  熊 xióng 곰 

5  老虎 lâohû 호랑이     6  兔子 tùzi 토끼     7  羊 yáng 양     8  狮子 shåzi 사자 

9  蛙 wã 개구리     10  鸡 jå 닭 

11  蛇 shé 뱀    12  猫 mão 고양이    13  猴子 hóuzi 원숭이    14 马 mâ 말    15  狗 gôu 개 

16  鲨鱼 shãyú 상어     17  鲸鱼 jångyú 고래     18  虾 xiã 새우     19  企鹅 qî8é 펭귄 

20  鱿鱼 yóuyú 오징어    

09-1

09  动物 
 동물    

2 어린이 중국어 단어장 내지 용량.indd   58-59 2018-02-02   오후 4:33:08

  문장을 술술술  단어 배우기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그림 단어장 
초급

05-2
한눈에 쏙쏙쏙!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떠올려 보며 흐릿한 색의 한자를 따라 쓰세요. 

阿根廷 
Âgçntíng

墨西哥 
Mòxågç

英国 
Yångguó

法国 
Fâguó

德国 
Déguó

西班牙 
Xåbãnyá

肯尼亚 
Kênníyà

埃及 
Âijí

韩国 
Hánguó

中国 
Zhõngguó

日本 
Rìbên

越南 
Yuènán

印度 
Yìndù

菲律宾 
FçilÛbån

土耳其 
Tû8êrqí

澳大利亚 
Ëodàlìyà

新西兰 
Xånxålán

美国 
Mêiguó

加拿大 
Jiãnádà

巴西 
Bãxå

한눈에 확인

우리말 뜻과 단어를 알맞게 연결하세요.

⑴	 브라질	•	 •	Yuènán	 ⑵	 터키	 •	 •	Tû8êrqí

	 인도	 •	 •	Yìndù 	 프랑스	•	 •	Rìbên

	 베트남	•	 •	巴西	 	 일본	 •	 •	法国

나라   3534   05   国家

2 어린이 중국어 단어장 내지 용량.indd   34-35 2018-02-02   오후 4:33:20

 한눈에 쏙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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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 중국어탐험대 

중국의 인물, 역사, 지리, 문화  
그리고 중국어를 만화로 재미있게 
배우자 

	 	씽씽	중국어탐험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다섯	전사들과	즐기는	판타지	액션	히어로	올컬러	만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물론이고	흥미까지	더하는	구성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지는	중국어	단어와	표현

	 	권마다	배운	단어들의	중국인	발음을	MP3와	QR코드로	제공

분홍돌고래,	YJ컴퍼니	저ㅣ본서	176면,	워크북	16면ㅣ각	권	9,800원

워크북 MP3 
무료 

모바일
페이지

입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국어 학습만화

82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어린이·주니어

 

씽씽 중국어 6  단어 FuxiFuxi

제6화에서 배운 세 개의 중국어 단어를 문장을 통해 기억해 볼까요? 

중국 알기

MP3

01-09

황허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허 문명을 말하며, 모두 큰 강을 끼고 일

어났다. 황허 문명은 양쯔강 문명과 함께 중국의 고대 문명을 대표한다.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양사오 문화와 룽산 문화를 거쳐 은나라와 주

나라의 청동기 문화로 발전하며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양사오 문화

기원전 황허 중류의 신석기 문화를 말한다. 다갈색 표면에 검은색으로 물고기나 동물이 그려진 채도가 발견

되었다. 조와 수수를 재배했고 가축도 길렀다.

룽산 문화

기원전 황허 유역에서 존재했던 신석기 후기의 문화를 말한다. 달걀껍데기처럼 얇고 정교한 흑도, 백도, 홍

도 등의 다양한 토기가 발견되었다. 또, 농업이 발달하여 벼농사가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반달돌칼, 돌낫 

등도 발견되었다. 룽산 문화 후기에는 동기의 제작과 사용이 보인다.

我没有钱。
Wô méiyôu qián.
워 메이여우 쳰.

나 돈 없어.

我喜欢唱歌。
Wô xîhuan chànggç.
워 시환 창꺼.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北京地图在哪儿卖?
Bêijång dìtú zài nâr mài?
베이징 띠투 짜이 날 마이?

베이징 지도는 어디에서 팔죠?

钱
[qián 쳰]
돈, 재물

唱歌
[chànggç 창꺼]
노래를 부르다

地图
[dìtú 띠투]

지도

148 씽씽 중국어탐험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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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读 읽고!

씽씽 중국어 7  단어 FuxiFuxi

제7화에서 배운 세 개의 중국어 단어를 문장을 통해 기억해 볼까요? 

중국 알기

MP3

01-10

적벽대전 

중국 삼국시대인 208년 양쯔강 남안의 적벽에서 벌어졌던 전

투로 <삼국지>의 유명한 전투 중 하나. 조조가 손권과 유비

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던 전투이다. 조조 군은 양쯔 강을 따

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적벽에서 손권-유비 연합군과 대치하

게 되었는데, 주유의 부장 황개는 거짓으로 조조의 진영에 투

항, 뱃멀미를 하는 조조에게 배를 모두 묶는 연환계를 시행하

게 한다. 이때 유비를 돕던 제갈공명의 예언대로 동남풍이 불

자 유비 군은 불화살을 쏘아 올리고 조조의 배는 삽시간에 불

타기 시작한다. 결국, 조조는 크게 패하고 불바다가 된 전쟁터

를 겨우 벗어나 화북으로 도망을 쳤다는 전투이다. 적벽대전 

이후로 유비가 촉한을, 손권이 오나라를 세우고, 조조가 66세

로 죽은 후 그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가 됨으로써 중국

이 삼국으로 분립되었다.

别担心。
Bié dãnxån.
볘 딴신.

걱정하지 마.

他是谁的弟弟？
Tã shì shéi de dìdi?
타 스 셰이 더 띠디?

그는 누구의 남동생인가요?

我们是好朋友。
Wômen shì hâo péngyou.
워먼 스 하오 펑여우.

우리는 좋은 친구이다. 

担心 
[dãnxån 딴신] 

걱정하다, 근심하다 

谁
[shéi 셰이]

누구

我们 

[wǒmen 워먼] 
우리

166 씽씽 중국어탐험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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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说 말하고!

열쇠 钥匙 [야오스]
36 씽씽 중국어탐험대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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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晚上 [완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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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写 쓰고!

 玩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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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听 듣고!

6~7P. 씽씽XingXing 중국어 

1권에 나오는 중국어 모아모아

단어 나오는 페이지 기재 요망

씽씽 중국어 1권 단어 모음

中国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13페이지

新HSK1급

[Zhõngguó 쭝궈] 

韩国

한국, 대한민국

71페이지

[Hánguó 한궈]

钥匙

열쇠

36페이지

YCT4급  新HSK4급

[yàoshi 야오스]

国家

나라, 국가

20페이지

YCT4급  新HSK3급

[guójiã 궈쟈]

危险

위험하다, 위험

76페이지

YCT4급  新HSK4급

[wçixiân 웨이셴]

晚上

저녁

40페이지

YCT2급  新HSK2급

[wânshang 완샹]

衣服

옷, 의복

31페이지

YCT3급  新HSK1급

[yåfu 이푸]

谢谢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7페이지

YCT1급  新HSK1급

[xièxie 시에셰]

名字

이름

62페이지

YCT2급  新HSK1급

[míngzi 밍쯔]

MP3

01-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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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

너, 당신[2인칭]

118페이지

YCT1급  新HSK1급

[nî 니]

我

나, 저[1인칭]

85페이지

YCT1급  新HSK1급

[wô 워]

地图

지도

136페이지

YCT4급  新HSK3급

[dìtú 띠투]

钱

돈, 재물

129페이지

YCT2급  新HSK1급

[qián 쳰]

加油

파이팅, 힘을 내다, 
응원하다

93페이지

[jiãyóu 쨔여우]

担心

걱정하다, 근심하다

152페이지

YCT4급  新HSK3급

[dãnxån 딴신]

北京

베이징[중국의 수도]

84페이지

YCT2급  新HSK1급

[Bêijång 베이징]

唱歌

노래를 부르다

133페이지

YCT3급  新HSK2급

[chànggç 창꺼]

没有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105페이지

YCT2급  新HSK1급

[méiyôu 메이여우]

谁

누가, 누구

154페이지

YCT1급  新HSK1급

[shéi 셰이]

什么

무엇, 어떤, 어느

112페이지

YCT1급  新HSK1급

[shénme 션머]

我们

우리

159페이지

YCT1급  新HSK1급

[wômen 워먼]

※ YCT 및 新HSK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워크북 1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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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국어 단어 쓰기 노트 
입문 
~초급

입문~ 
초중급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초등	중국어	단어	쓰기	노트	1,	2,	3,	4,	5,	6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말하며,		

손으로	쓰는	중국어	단어	노트

	 	하루	4단어씩,	20일	동안	80단어	학습	가능

	 	생생한	원어민의	소리로	어려운	성조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학습

	 	YCT와	新HSK	기본	어휘	목록에서	엄선한		

480단어를	1~6권에	수록

다락원	중국어출판부	저	|	40면	|	각	권	5,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다락원	어린이	중국어	1,	2,	3,	4,	5,	6

	 	재미있는	놀이로	신나게	배우는	중국어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

	 	중국어를	소리로,	한자를	그림으로	인식하도록	한	

체계적인	구성

	 	각계	어린이	교육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6단계	교육	프로그램	

최윤선	외	저	|	82면	내외	|	각	권	13,000원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각	권	8,0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보고 듣고  
따라 말하며 쓰는

84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어린이·주니어
입문 
~초급

틴틴 주니어 중국어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틴틴	주니어	중국어	상,	하

	 	한	학기가	20차시로	구성된	중학교	방과	후	중국어	수업에		

적합

	 	이해하기	쉬운	도식과	예문	제시

	 	단어	쓰기,	본문	스스로	해석하기	등의	장치를	두어		

자기	주도	학습에도	유용

유성진,	나현선,	임현숙,	김민정	저	|	140면	내외	|	각	권	13,000원

*	『틴틴	주니어	중국어	상』은	강의에	활용	가능한	PPT	자료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오디오 
CD

MP3 
무료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1,	2

	 	역할극,	노래	부르기,	광고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중국어

	 	오감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

권영실,	신정원,	鄭莉芳	저	|	200면	내외	|	각	권	12,000원

*	선생님들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	각	권	12,000원

*		네이버	다락원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rakwonbook)를	방문하시면	

‘다락원	주니어	중국어	각종	학습	자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CD

MP3 
무료

입문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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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사상과 문화를  
중한대역으로 배운다

	 	다락원	중한대역문고	초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와	다락원의	공동	기획

	 	중국	교과서에	실린	글과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기획	|	초	144면	내외	중	176면	내외	|		

초	각	권	7,500원	중	각	권	9,500원

MP3 
CD

MP3  
무료

중급

①	중국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선	Grade	4		성근제	역

②	중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선	Grade	4		유영하	역

③	중국	현대(现代)	동화선	Grade	4		김양수	역

④	중국	현·당대(现·当代)	수필선	Grade	5		김시준	역

⑤	아Q정전(啊Q正传)	Grade	5		박운석	역

⑥	빙신(冰心)	소설선	Grade	5		심혜영	역

⑦	바진(巴金)	소설선	Grade	5		박난영	역

⑧	소피	여사의	일기	Grade	5		김순진	역

⑨	중국	미형(微型)	소설선	Grade	5		김태만	역

⑩	중국	당대(当代)	소설선	Grade	5		장윤석	역

초급

①	중국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선	Grade	1		이주노	역

②	중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선	Grade	1		신정호	역

③	중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선	Grade	2		김의진	역

④	중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선	Grade	2		박정원	역

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선	Grade	3		장동천	역

⑥	지식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선	Grade	3		주재희	역

⑦	중국	얼거(儿歌)선	Grade	1		임대근	역

⑧	중국	우화선	Grade	2		박재우	역

⑨	중국	역사	인물선	Grade	2		김경석	역

⑩	외국	동화선	Grade	3		변경숙	역

다락원 중한대역문고
초급 
~중급

86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중국 고전 명작을  
현대 중국어로 배운다

	 	다락원	중한고전대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중국	문화의	뿌리	깊은	원류	이해	가능

	고전	명작	감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어	독해력	향상

	흥미로운	삽화와	본문	녹음	CD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	가능

160면	내외	|	각	권	8,500원

오디오 
CD

MP3  
무료

대역문고

다락원 중한고전대역
초중급

①	삼국연의(三国演义)	上  羅貫中	저,	조득창	역

②	삼국연의(三国演义)	下  羅貫中	저,	조득창	역

③	홍루몽(红楼梦)	上  曹雪芹	저,	이무진	역

④	홍루몽(红楼梦) 下  曹雪芹	저,	이무진	역

⑤	수호전(水浒传)	上  施耐庵	저,	김효민	역

⑥	수호전(水浒传)	下  施耐庵	저,	김효민	역

⑦	서유기(西游记)	上  吳承恩	저,	김홍겸	역

⑧	서유기(西游记)	下		吳承恩	저,	김홍겸	역

⑨	봉신연의(封神演义)		許仲琳	저,	왕하	개작,	채수민	역

⑩	요재지이(聊斋志异)		許仲琳	저,	왕하	개작,	채수민	역

⑪	성어고사(成语故事)		정유선	역

⑫	사기(史记)		司馬遷	저,	정하영	역

87



중국어로 된 그림책, 읽어 본 적 있나요?

즐거운 독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우는  

샤오또우 중국어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컨텐츠가	다각적 학습 자극과		

체계적인 반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	줍니다.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컨텐츠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언어의	4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학습을	

합니다.

		HSK 대강(大纲) 포함 어휘 및	중국 상용 

한자 100字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스북으로 언어의  

4대 영역을 골고루!

	 	학습자의	상상력을	키우고,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합니다.

		생활	밀착형	표현들로	쓰여진	스토리북	

텍스트가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을	키워	줍니다.

		중국어	전문	교사의	1:1 학습 지도로	

모든	학습자가	개별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스토리북으로 동화책 

읽듯 재미있게!

정상현,	한주연	저	|	스토리북	24면,	코스북	24~40면	

세트 구성	 	스토리북+코스북+오디오CD+전용	보이스펜	음원

+온라인	학습	컨텐츠	/	한	달	과정		

단계 구성	 각	단계	총	5세트,	6단계

상담 문의	 070-4712-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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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복숭아 바나나 사과 오렌지 포도 딸기

1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 	약	130	단어	 	약	150	단어	 	약	170	단어	 	약	200	단어	 	약	350	단어	 	약	450	단어	

발음의	기초와		한어	

병음을	익힙니다.

중국어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	문장을	

사용하여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장을	확장하여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화	표현을	학습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 新 HSK 1급 新 HSK 1~2급 新 HSK 2~3급

샤오또우 중국어 커리큘럼

샤오또우 중국어 스토리북 총 30권 전체 보기

준비 기초 기본 확장 ➊ 확장 ➋ 심화 ➊ 심화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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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또우 보이스펜으로 

바로 듣고 바로 따라 말하며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켜요!

스토리북		의사소통	중심의	표현과	멋진	삽화가	어우러진		

스토리북으로	동화책	읽듯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워요.

온라인 컨텐츠		샤오또우	중국어	홈페이지와	전용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습,	복습이	가능해요.

확인평가 및 성취 분석표		매달	학습	후	진행되는	온라인	확인	

평가의	결과를	성취	분석표로	제공해요.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한	학업	성취도	분석과	맞춤형	피드백이	실시됩니다.

코스북		발음	→	단어	→	문장을	차례대로	학습하며		

중국어의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파악해요.

1

1 	 잘	듣고	따라	발음해	보세요.			 02

  c   +  ãi    =  cãi    

  zh    +  è    =  zhè  

  Ú    =  yû    

  m    +  í     =  mí

  sh   +  én    =  shén

  iòu    =  yòu     

2 잘	듣고	알맞게	연결하고,	완성된	한어병음을	빈칸에	써	보세요.			 03

 sh • • é

  m • • én

 sh • • e

  g • • ãi

  c • • áng

 ch • • ão

	

	

	

	

	

	

shén

년             월            일发音
술술

발음

P. 3~5

이번 주 학습 내용 
 들어보기

샤오또우 중국어 2-1 코스북.indd   1 2016-05-24   오후 6:53:57

2

	猜谜语	 这	 是	 什么	 又	 长	 高	 蛇
 cãi míyû zhè  shì shénme  yòu cháng  gão shé

1 	 잘	듣고	녹음과	같으면	○표,	다르면	×표	하세요.			 04 				

 猜谜语		  什么		  又		
cãi míyû shénme yòu
수수께끼를	풀다	 무엇 또

2		 잘	듣고	알맞은	한어병음	위에	○표	하고,	단어	스티커도	바르게	붙여	보세요.			 05 	

  

cháng 

cáng

kão 

gão

shé

shê

长 高 蛇

3	 획순에	맞춰	글자를	바르게	써	보세요.	

这
zhè

이, 이것

这 这 这 这
zhè zhè zhè zhè

년             월            일生词
쏙쏙

단어

길다

높다
뱀

샤오또우 중국어 2-1 코스북.indd   2 2016-05-24   오후 6:53:59

3

1	 잘	듣고	녹음과	같은	문장에	○표	하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세요.			 06

 Zhè shì shénme? 

Zhè shì shé ma?  

 Yòu gão yòu cháng.  

Yòu cháng yòu gão.  

2		 사다리를	따라가	도착한	곳에	알맞은	우리말을	완성해	보세요.

3		 한	걸음	더!	꼼꼼히	읽고	연습해	보세요.	

 这是蛇。  猜谜语。这是什么？

又(yòu)는	‘또’라는	뜻이에요.	‘又......又......’	형태로	쓰면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又长又高。
Yòu cháng yòu gão. 
길기도 하고 높기도 해요. (길고 높아요.)

又长又大。
Yòu cháng yòu dà. 
길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길고 커요.) 

년             월            일句子
척척

문장

이것은 	이야. 이건	 	일까?  를 풀어요.

샤오또우 중국어 2-1 코스북.indd   3 2016-05-24   오후 6:54:00

4

1 	 잘	듣고	녹음이	그림과	어울리면	○표,	그렇지	않으면	×표	하세요.			 07 	

 

2		 단어와	그	뜻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	번호	위에	 	표	하세요.	



这	

그것



长

길다



高

높다

3	 	스토리북을	떠올리며	그림에	알맞은	중국어	문장을	쓰고,	한어병음과	우리말	표현도	완성해	보세요.

Yòu cháng yòu gão.

	

년             월            일练习
꼭꼭

연습

。

샤오또우 중국어 2-1 코스북.indd   4 2016-05-24   오후 6:54:03

发音
술술

발음 生词
쏙쏙

단어

句子
척척

문장 练习
꼭꼭

연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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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또우 중국어 스타터 

정상현	저	|	56면	|	보이스펜	음원	

		샤오또우	중국어	정규	교재의	프리스텝	과정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소개로	학습자의	흥미	고취

		중국어의	성조,	성모,	운모를	포함하여	중국어	발음의	기초	학습

*	정규	과정	시작	전에	학습하거나	정규	과정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샤오또우 중국어 실력 다지기 1~6
정상현,	한주연	저	|	40면	내외	|		

MP3파일	무료	다운로드,	보이스펜	음원	

		샤오또우	중국어	정규	교재	각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고	꼼꼼히	복습하는	마무리	교재

		新HSK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	연습	문제를	통해		

新HSK	시험	대비

샤오또우 중국어 3종 학습 벽보

중국어의 성조와 운모 중국어의 성모 중국어의 주요 동사

중국 이해하기 중국어 발음 기초 다지기

정규 교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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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생활 중국어

학생 참여형 교과서

단원	도입부에	학생	스스로	중국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상태를	점

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학습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습량을	적정화했

습니다.	250개	내외의	어휘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의사소통	표현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 주는 교과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한	중국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도록	도

와줍니다.	동시에	폭넓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

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가 구현된 교과서

토론	학습,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

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락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교과서

(주)다락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생활 중국어 교과서의 특징

*	 	학생용	자습서(평가문제집	겸용)는	2018년	3월부터	판매됩니다.

*	 	교과서에는	전자저작물	CD,	선생님께는	수업용	멀티	DVD-ROM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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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국어 I · 중국어 II

학생 참여형 교과서

한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나만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한	단원		

학습이	끝나면	‘自	스스로	정리하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

교과서에서	배운	중국어	지식을	다른	교과와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4영역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구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을 키우는 교과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

성을	이해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주)다락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중국어 I, II 교과서의 특징

(주)다락원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다락원	홈페이지	www.darakwon.co.kr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 안내

*	중국어	 	교과서는	2019년부터	판매됩니다.

*	 	중국어	 	학생용	자습서(평가문제집	겸용)는	

2018년	3월부터	판매됩니다.

*	 	교과서에는	MP3	CD,	교사용	지도서에는	수업용	

멀티	DVD-ROM이	제공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중국어 동영상 강의

최신개정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上 / 下

강사	강새미,	权美玲,	李达		강의 수준	입문~초급	

	 	‘단어	→	문법	→	회화	→	확인	→	정리’로	확장되는	체계적인	학습

	 	분야별	컨셉에	따라	제작된	짧은	영상으로	단시간	내	효과적인	학습

New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1 / 2 / 3 / 4 / 5

강사	기혜수,	김민주,	金明华,	崔婧花 	강의 수준	입문~고급

	 	메뉴마다	반복되는	회화문을	통해	표현과	문형을	자연스럽게	마스터

	 	세	번	듣고	세	번	따라	말하는	‘섀도잉	학습’으로	‘발음·듣기·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제고

新신공략 중국어 기초 / 초급 / 실력향상 上·下 / 프리토킹

강사	김정은,	진윤영,	정지모,	황해금,	彭丽颖,	苏昱,	叶恩贤,	朴龙君		강의 수준	입문~고급	

	 	교재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메뉴로	더욱	쉬워진	학습과	‘발음’,	‘회화’,	‘문법’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꼼꼼한	학습

	 	테스트를	통해	바로바로	실력	확인	가능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신개념 중국어 기초 / 초급 / 중급 / 고급

강사	안태정,	权美玲		강의 수준	기초~고급	

	 	교차로	진행되는	한국인	강사의	회화	학습과	원어민	강사의	패턴	학습

	 	그림을	보고	중국어로	표현하는	문장	말하기	연습을	통해	짧은	이야기	구사	가능

왕초보를 위한 속성 중국어 회화 기초 / 초급 / 초급탈출

강사	정혜란,	박수진,	김정은,	崔婧花		강의 수준	기초~초급	

	 	정해진	학습	시간에	맞춰	‘복습	→	학습	→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

	 	한자	없이	한어병음	표기를	따라서	반복되는	말하기	연습을	통해	보다	쉬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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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02)736-2031  내선 312~317www.darakwon.co.kr

다락원 중국어 회화 입문 / 기초 / 초급

강사	현지인,	김윤희,	이승해,	苏昱,	稍颖		강의	수준	입문~초급	

	 	그림,	사진	등을	통한	연상	작용으로	학습	내용을	쉽게	기억

	 	다양한	예문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실력	제고

생각대로 표현하는 新 설한어 上 / 下

강사	김선화,	유지애		강의	수준	중급	

	 	Key	point	표현을	위주로	진행되는	구술	연습

	 	실용	회화	연습과	중국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한번에	가능한	‘중국통’	코너

팅리에 강해지는 청화설 上 / 下

강사	최윤정,	庞亚妮		강의	수준	중급~고급	

	 	듣기와	말하기를	하루씩	번갈아	훈련하여	듣기·말하기	실력을	동시에	향상

발전 한어 듣기 초급 1 / 2

강사	정명숙		강의	수준	입문~초급	

	 	‘발음	→	단어	→	구	→	문장	→	회화문’으로	이어지는	확장적인	듣기	훈련

	 	흥미를	유발하는	‘성모,	운모,	성조	관련	퀴즈’,	‘문장	찾기	퀴즈’	등	다채로운	구성

발전 한어 말하기 초급 1 / 2

강사	이승해,	崔婧花,	張玉安		강의	수준	초급	

	 	영상	중심의	강좌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학습	효과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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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자를 위한 강추! 드라마 중국어 – 음식남녀

강사	김선화		강의 수준	초급	

	 	학습을	위해	정형화된	표현이	아닌	현지에서	사용하는	생생한	중국어	강의

	 	드라마	스토리에	따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문장,	어휘,	표현들을	흥미롭게	학습

애니타임 여행중국어

강사	김윤희,	佟鑫		강의 수준	입문~초급	

	 	여행시	꼭	필요한	표현들만	엄선,	한국어	독음만으로	학습	가능

	 	‘이	표현만은	꼭!’,	‘표현	따라잡기’	메뉴를	직접	녹음해보며	회화	실력	제고

新HSK 한권으로 끝내기 3 / 4 / 5 / 6급

강사	남미숙,	이선민,	박수진	이효연,	马琳		강의 수준	초급~고급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풀어보는	시험을	통해	실전	감각	키우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법과	각종	필수	어휘	및	표현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튼튼하게	기본기	다지기

新HSK 1~4급 VOCA 礼物

강사	리우		강의 수준	초급	

	 	핵심	부수	48개	학습	후,	기초	글자부터	핵심	글자,	파생	단어까지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어휘력	상승

	 	新HSK	듣기·독해·쓰기	영역별	시험	문제를	통해	어휘력을	점검하고	시험	적응력도	체득

다락원 TSC 4급 마스터

강사	송다영		강의 수준	초급	

	 	‘테스트’,	‘강의	듣기’,	‘답변	익히기’로	가볍게	구성하여	20일	만에	TSC	4급	공략

	맞춤형	모범	답안	및	만능	답안	팁을	학습하여	시험	노하우	습득

96    다락원	중국어	도서목록


	Blank Page
	Blank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