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행중학교 생활중국어 가정학습지 1호
(생활 중국어 교과서 10p – 13p 참조)

3학년

반

번

이름 :

**우선 아는 만큼 써보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와 아래 제공해준 자료를 참고하여
빈 칸을 채워주세요.

중국!!! 얼마만큼 알고 있니???
1.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
2. 중국의 수도는 (

)이다.

)이다.

3. 중국의 면적은 (

) 이다.

4. 중국의 인구는 (

) 이다.

5. 중국은 92%의 (

)과 (

)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6. 중국의 국기는 (

)이다.

그럼 한국은?????
7. 한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
8. 한국의 수도는 (
9. 한국의 면적은 (

)이다.

)이다
) 이다.

10. 한국의 인구는 (
11. 한국의 국기는 (

) 이다.
)이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가지고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중국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다음 시간의 주제인 자신의 진로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문장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을 해주세요. ^^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01

국가 명칭 :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으로 1949년 10월 1일 건국하였다.

▶ 건국기념일 国庆节 Guóqìngjié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
을 쉬어요.

02

국기 : 붉은색 바탕에 5개의 노란색 별이 상단에 그려져 있어

(五星红旗, Wǔxīng-hóngqí) 라고 한다.

▶ 중국 국기 속에 담긴 의미
붉은색은 혁명을, 노란색 큰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고,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4계급으로 구성된 국민을 의미해요.

03

중국의 민족 :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총

국 인구는 약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汉族，Hànzú)과 몽골족(蒙古族，

Měnggǔzú)·회족(回族, Huízú)·좡족(壮族，Zhuàngzú)·조선족(朝鮮族, Cháoxiǎnzú) 등 55개
의

(少数民族, shǎoshùmínzú)으로 구성되어 있다.

04

중국인들의 언어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汉语，Hànyǔ)라고 하며, 이는 한족(汉族，Hànzú)이 사

용하는 언어라는 뜻이다. 중국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어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普通话，pǔtōnghuà)라고 한다.

▶ 중국의 표준어, 보통화란?
베이징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
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해요.

05

중국의 인구 :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1위의 인구를 보유

하고 있다.

06

중국의 면적: 중국의 면적은 약

9600,000km²로 세계 육지 면적의 1/15

로, 아시아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 44배이다.

▶ 중국의 행정구역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北京，Běijīng)이며, 기본 행정구역은 크게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로 나뉘어요.

사진 출처: https://jieyu0920.tistory.com/2866

직할시(直辖市):

(北京, Běijīng),
(天津, Tiānjīn),

성(省)

(上海, Shànghǎi),
(重庆, Chóngqìng)

: 중국은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자치구(自治区): 신장웨이우얼(新疆维吾尔), 시짱(西藏), 네이멍구(内蒙古),
닝샤후이족(宁夏回族), 광시좡족(广西壮族)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인수 받은

(香港, Xiānggǎng)
(澳门, Àomén)

자료 출처 : 경기국제통상고 정민영선생님 제작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01

국가 명칭 : 한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이다.

02

국기 : 4괘(건-하늘, 곤-땅, 감-물, 리-불)와 함께 중앙에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어

(태극기, 太極旗) 라고 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04

한국인의 언어

한국에서는

(한국어，韓國語)를 사용하며 , 표준어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

한 방언이 존재한다.

▶ 한국의 표준어?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05

한국의 인구 : 한국의 인구는 약

51,000,000명(2020. 2월 기준)이다.

06

한국의 면적: 한국의 면적은 약

100,210km²이다.

▶ 한국의 행정구역

사진 출처 : https://images.app.goo.gl/iw4FoLHzYbpscUk88

한국의 수도는 서울(Seoul)이며, 기본 행정구역은 크게 서울 특별시, 세종특별자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로 나뉘어요.
광역시(廣域市):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도(道)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