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회화 1단계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없음.
교과목표: 알파벳을 시작으로 발음에 중점을 두어 숫자 말하기, 기본적인 인사하기와 안부 묻  
          기부터 간단한 의견 말하기 등을 공부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Amical 1 Sylvie Poisson-Quinton Évelyne Siréjols CLE international
                 Amical 1 cahier d’activités Reine Mimran Cécile Bruley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alphabet & nombres
Leçon 0 Bonjour!

2주
Leçon 1 Contact!
Leçon 2 Vous êtes français?

3주
Leçon 3 Toi aussi, tu es japonaise?
Leçon 4 Désolée, je suis touriste.

4주
Leçon 5 Qu’est-ce que tu aimes?
Leçon 6 Vous avez quel âge?

5주
Leçon 7 Vous venez avec moi?
Leçon 8 Elle est comment?

6주
Leçon 9 Qu’est-ce qu’on achète?
Leçon 10 C’est l’anniversaire de Marion.

※공지사항
6일 이상 결석 시 pass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은 프린트로 강의 진행합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회화 2단계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없음.
교과목표: 회화 1단계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익히며 과거시제인 복합과  
        거도 함께 공부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Amical 1 Sylvie Poisson-Quinton Évelyne Siréjols CLE international
                 Amical 1 cahier d’activités Reine Mimran Cécile Bruley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2주
Leçon 11 C’est loin?
Leçon 12 Je voudrais voir ça...
Leçon 13 Quelle heure est-il?

3주/4주
Leçon 14 Je voudrais un rendez-vous...
Leçon 15 Qu’est-ce que tu as fait hier?
Leçon 16 Une famille de toutes les couleurs

5주/6주
Leçon 17 Après le bac...
Leçon 18 Ici et là!

※공지사항
6일 이상 결석 시 pass할 수 없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회화 3단계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회화 1,2 단계 또는 초급문법
교과목표: 복합과거와 반과거를 이용하여 과거를 표현하고 직접목적보어 인칭대명사와 간접목  
        적보어 인칭대명사를 활용해 본다.
교재 및 참고문헌: Amical 1 Sylvie Poisson-Quinton Évelyne Siréjols CLE international
                 Amical 1 cahier d’activités Reine Mimran Cécile Bruley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Leçon 19 On part au soleil?

2주 
Leçon 20 C’est la rentrée.

3주
Leçon 21 C’était un homme très élégant...

4주
Leçon 22 C’était il y a  longtemps...

5주
Leçon 23 Il est devenu célèbre!

6주
Leçon 24 Faits divers.

※공지사항
6일 이상 결석 시 pass할 수 없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회화 4단계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프랑스어 초급회화 3단계 또는 초급 프랑스어문법
교과목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재를 사용하여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  
        과 타인에 대한 묘사 및 조언하는 표현을 익힌다. 
교재 및 참고문헌: amical 2, Sylvie Poisson-Quinton, cle international.
                amical 2 cahier d’activités, Sylvie Poisson-Quinton,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Leçon 1 Vive le Thalys!
Leçon 2 J’ai adoré le rôle!

2주
Leçon 3 Mon copain vient de Chine.
Leçon 4 Ma chère Brenda.

3주
Récapitulons

4주
Leçon 5 Une visite au musée Rodin.
Leçon 6 J’ai dix kilos à perdre.

5주
Leçon 7 Ma pauvre Jessica!
Leçon 8 Les conseils de Bison Futé

6주
Récapitulons

※공지사항
6일 이상 결석 시 pass할 수 없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회화 5단계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프랑스어 초급회화 3,4단계 또는 초급 프랑스어문법
교과목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 사용과 더불어 소유 및 지시 형용사 그 외에도 다양  
         한 강조표현등을 이용하여  상황에 더 적절한 표현으로 회화의 수준을 높인다.
교재 및 참고문헌: amical 2, Sylvie Poisson-Quinton, cle international.
                amical 2 cahier d’activités, Sylvie Poisson-Quinton,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Leçon 9 Appartement à louer.
Leçon 10 Juillet : revoilà les soldes!

2주
Leçon 11 Voyages, voyages...
Leçon 12 Moi, je cherche, vous, vous proposez.

3주
Récapitulons
Faites le point (bilan de mi-parcours)

4주
Leçon 13 La perle rare.
Leçon 14 C’est une maison blanche...

5주
Leçon 15 Tu es trop gentille!
Leçon 16 Attention au parapluie! 

6주
Récapitulons

※공지사항
6일 이상 결석 시 pass할 수 없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초급문법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초급프랑스회화 1,2 단계
교과목표: Delf 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회화의 기초가 되는 초급문법으로 다양한 전치사,   
        형용사, 관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1,2,3군 현재형 동사변화와 복합과거, 반과거, 근접  
        미래, 단순미래를 공부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Grammaire progressive du Français(niv. débutant), Maïa Grégoire  
                외,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Leçon 1-9 l’adjectif, le verbe<être>, les verbes en <-er>

2주
Leçon 10-20 l’article, les les possessifs, les démonstratifs, le verbe<avoir>

3주
Leçon 21-27 les prépositions
Leçon 28-29 Les nombres

4주
Leçon 30-34 les partitifs, la comparaison
Leçon 41-42 le verbe <faire>, <aller> 

5주
Leçon 43-49 le présent, le passé, le futur

6주
Leçon 50-60 la préposition de temps, la négation, le pronom <en>, <y>, <le, la, 
les>, <lui, leur>

※공지사항
6일이상 결석시 pass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은 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35-40과는 수업진행 상황에 맞춰 강의합니다.



강 의 계 획 서

교과목명: 프랑스어 중급문법
강의실: 추후공지
시수: 30
선수과목: 프랑스어 초급문법
교과목표: 프랑스어 초급문법을 중심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자세히   
        공부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Grammaire progressive du Français(niv. intermédiaire), Maïa       
                  Grégoire 외, CLE international.
주차별 강의계획
1주
Leçon 4 le nom et l’article
Leçon 19 l’expression de la quantité

2주
Leçon 20 le pronom <en>
Leçon 24 le pronom <y>
Leçon 28 les pronoms compléments directs et indirects

3주
Leçon 40 le passé composé

4주
Leçon 43 l’imparfait
Leçon 44 le plus que parfait

5주
Leçon 39 le futur proche
Leçon 47 le futur simple

6주
Leçon 48 le futur antérieur
Leçon 31 le conditionnel

※공지사항
3일 이상 결석시 pass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은 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