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어 2단계

  1. 학습대상: 

   -프랑스어 1단계를 수강한 분들을 위한 기초 회화 활용 강좌

   -프랑스어를 학습했던 경험은 있으나 원어민과의 회화가 두려우신 분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로 불어를 배우셨거나 대학교 교양강의로 불어 강  
    좌를 수강했던 학생

 2. 교재: Amical 1 ( Leçon11 ~ Leçon18 ) 

   -간단한 형태로 구성된 실용적인 회화 표현과 문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입니다. 오디오 자료를 통해 수록된 dialogue를 들어보고 각         
    dialogue마다 첨부된 듣기 문제를 통해 듣기 평가를 연습 할 수 있습니   
    다.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끌어낼 수 있으며 책에 포  
    함된 문화 자료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  
    는 교재입니다.

3.강의 내용

   -진도에 맞추어 각 단원의 문법정리와 어휘를 배워보고 교재에 제시된     
    대화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꾸준한 듣기, 읽기 훈련을 통해 발음과 청취실력을 배양합니다. 

   -기초 문법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익힙니다. 

   -매 단원이 끝날 때 마다 교재내용과 관련된 연습문제 숙제를 통해 학생들  
    의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 2단계에서 정한 8과에 해당하는 진도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실력  
      에 따라 더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4. 주별 강의 내용

주 Leçon

1

 
 Leçon 11  C'est loin?
 Leçon 12  Je voudrais voir ça......(1)
 

2
 Leçon 12  Je voudrais voir ça......(2)
 Leçon 13  Quelle heure est-il?
 

3
 Leçon 14  Je voudrais un rendez-vous...
 Leçon 15  Qu'est-ce que tu as fait hier?(1) 

4  Leçon 15 Qu'est-ce que tu as fait hier?(2)
 Leçon 16 Une famille de toutes les couleurs 

5
 Leçon 17 Après le bac
 Leçon 18  Ici et là! (1)

6  Leçon 18  Ici et là! (2)



프랑스어 중급문법 기초반

  1. 학습대상: 

   -프랑스어를 1, 2단계 수강한 학생

   -프랑스어 기초문법을 수강한 학생

   -프랑스어 자격증 DELF A2, B1을 준비하는 학생

  2. 교재:  Grammaire progressive du français. (Niveau intermédiaire)

   -실제 프랑스어 활용을 위한 문법이 체계적으로 소개된 책으로 프랑스어   
   문법을 총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문법교재입니다.

   -다양한 생활표현과 650개의 연습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3. 강의 방식

   -교재는 52단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중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12단  
   원을 선택하여 각 단원의 문법정리를 교재를 함께 읽으며 배워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문법 내용에 따라 준비된 연습문제를 통해 배운 내  
   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교재가 100% 프랑스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니다. 선생님은 다음시간 진도를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다음시간에 배  
   울 내용에 대한 단어와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 한국인 교수가 담당합니다.
  
   



   4. 주별 강의 내용

주 Leçon 학습내용

1
  Leçon4. Le nom et l'article.
  Leçon19. L'expression de la quantité.
 

명사의 여성형, 복수형, 정관사, 부정관사, 
축약관사, 부분관사와 양을 나타내는 표
현, 부정의 de.

2
  
  Leçon15. Les indéfinis.
  Leçon20. Le pronom En

부정형용사와 부정 대명사, 
중성대명사 en.

3

 
 Leçon24. Le pronom Y
 Leçon28. Les pronoms compléments.
 

중성대명사 y, 직접 목적보어 대명사와 간
접목적보어 대명사.

4
 
 Leçon40. Le passé composé.
 

복합과거

5

 
 Leçon43. L'imparfait.
 Leçon44. Le plus-que-parfait.
 Leçon39. Le futur proche.

반과거, 대과거, 근접미래

6
 Leçon47. Le futur simple.
 Leçon48. Le futur antérieur

단순미래, 전미래



프랑스어 중급문법 심화반

  1. 학습대상: 

   -프랑스어를 1, 2단계 수강한 학생

   -프랑스어 기초문법을 수강한 학생

   -중급문법 기초반을 수강한 학생

   -프랑스어 자격증 DELF A2, B1을 준비하는 학생

  2. 교재:  Grammaire progressive du français. (Niveau intermédiaire)

   -실제 프랑스어 활용을 위한 문법이 체계적으로 소개된 책으로 프랑스어   
   문법을 총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문법교재입니다.

   -다양한 생활표현과 650개의 연습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3. 강의 방식

   -교재는 52단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중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14단  
   원을 선택하여 각 단원의 문법정리를 교재를 함께 읽으며 배워봅니다. 중급  
   문법 기초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외한 단원을 수업시간에 공부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문법 내용에 따라 준비된 연습문제를 통해 배운 내  
   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교재가 100% 프랑스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니다. 선생님은 다음시간 진도를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다음시간에 배  
   울 내용에 대한 단어와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 한국인 교수가 담당합니다.



  
   

   4. 주별 강의 내용

주 Leçon 학습내용

1
  Leçon6. Les possessifs.
  Leçon8. Les démonstratifs.
  Leçon12. L'adjectifs (2).

소유형용사와 소유대명사, 지시형용사
와 지시 대명사. 형용사(2)

2

  
  Leçon18. L'adverbe.
  Leçon22. Le comparatifs et le superlatifs
  Leçon30. L'impératifs.

부사, 비교급, 최상급, 명령문

3
 
 Leçon32. Les relatifs.
 

관계대명사

4
 
 Leçon51. Le subjonctif
 

접속법

5

 
 Leçon31. Le conditionnel (1)
 Leçon49. Le conditionnel (2)
 Leçon50. Les hypothèses.

조건법(1), 조건법(2), 가정법

6
 Leçon41. Le temps(3)
 Leçon42. Le passif.
 Leçon36. Le gérondif.

시간의 전치사, avant et après
수동태, 제롱디프



프랑스어 DELF A2 자격증반

  1. 학습대상: 

   -프랑스어를 1, 2단계를 수강한 학생

   -중급문법을 수강한 학생

   -프랑스어 자격증 DELF A2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2. 교재:  Reussir le Delf A2 (Didier)

   -프랑스어 델프 A2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 독  
    해와 관련된 연습문제가 잘 소재된 교재입니다.

   -각 영역의 연습문제들을 통해 시험 대비를 위한 어휘, 문법, 회화 구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강의 방식

   -강의는 일주일에 2번, 2시간 10분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화요일은 듣기와 독해, 목요일은 말하기와 쓰기영역을 공부합니다. 기본적  
    으로 듣기와 독해는 교재 위주로 연습문제를 풀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  
    해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말하기와 쓰기는 교재와 강사가  
    준비한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표를   
    들어볼 것이며 쓰기는 매주 2주제씩 숙제가 제공될 것입니다.

   -교재가 100% 프랑스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니다. 선생님은 다음시간 진도를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다음시간에 배  
   울 내용에 대한 단어와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 한국인 교수가 담당합니다.
    * 강의 진도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주별 강의 내용

주 강의 진도

1

 
 듣기: p10-12 (Activité1-6)
 독해: p32-36 (Activité1-5)
 말하기: p73-75 (Activité5: l'entretien dirigé 자기소개)

 쓰기: 과거 경험쓰기 1 (문법: 복합과거, 반과거)
  

2

 듣기: p13-15 (Activité7-10)
 독해: p37-40 (Activité6-9)
 말하기: p77,78 (Activité 6,7: monologue suivi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답하기)
 쓰기: 과거 경험쓰기 2 (복합과거, 반과거사용하여 글 써보기)

3

 
 듣기: p16-18 (Activité11-15)
 독해: p41-44 (Activité10-12)
 말하기: p78-79 (Activité 8,9: monologue suivi)
 쓰기: 과거 경험쓰기 3 (복합과거, 반과거사용하여 글 써보기)

4

 
 듣기: p19-20(Activité16-19)
 독해: p45-46 모의 테스트(exercice1,2)
 말하기: p80-81(Activité 10: monologue suivi+ 나머지 주제 소개:Activité 11-16)
 쓰기: 편지쓰기 형식배우기

5

 
 듣기: p21-23 모의 테스트(exercice1-4)
 독해: p47-49 모의 테스트(exercice3,4)
 말하기: p85 (Activité 20 l'exercice en interaction 상황극)

 쓰기: 편지쓰기1

6

 
 듣기: p110-112 실전 테스트(exercice1-4)
 독해: p113-116 실전 테스트(exercice1-4)
 말하기: 다양한 상황극 소개
 쓰기: 편지쓰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