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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1학기 ( 한국어 1반 A )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학기

10월

1주
(2일)

한글, 받침, 음운 규칙
현상,
인사말 등 기초 한국어

모음(단모음, 이중모음), 자음(평음, 격음, 경음),
받침 소리 7, 한글 쓰는 순서, 본인 이름과 주변 사람
이름 한글로 써 보기.
서강 한국어   워크북 p. 5-7

2주
(9일)

한글, 받침, 음운 규칙
현상,
인사말 등 기초 한국어

한글날 소개

네이버 사전 다운 받기.
SNU LEI -한글 앱 다운 후 한글 쓰기 순서에 맞게
쓰며 7가지 받침 소리 익히기.

인사(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교체- 자음동화(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양성/음성)
-경음화(된소리되기)

듣고 쓰기_워크북 p.8-10 받침이 있는 단어
서강 한국어 학생용 p.16-23

3주
(16일)

동사 ‘이다’ ser
이에요/예요
입니다

N이에요/예요
준비 1과 워크북, 학생용 책
자기 소개(이름, 국적, 직업  등)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소개를 할 수
있다.
-한국어 순서 S + O + V

4주
(23일)

주격 조사(은/는,
이/가) 학습

Pronombres
demostrativos

언제은/는, 이/가를 사용하는지 학습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사 자료)

-Pronombres demostrativos
‘이, 그, 저’
이거, 그거, 저거 + 이/가
이+N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준비 2과
교실에 있는 사물의 이름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다.
‘누구거예요?’

5주
(30일)

동사 있다/없다
고유어 숫자
‘주세요’ 사용해
주문해 보기

준비 3과
‘있다/없다’
동사 ‘있다’의 반의어 ‘없다’
-고유어 수사Números coreanos 30 까지(교사
자료)+개, 명, 마리, 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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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contador 있어요?’

11월

1주
(6일)

동사 원형/변형
‘아요/어요’
terminación del estilo
coloquial -tiempo
presente

-고유어 수사  복습하기
-‘ N contador 주세요.’ 그룹 연습
-동사 원형/변형 ‘아요/어요’ 6가지 규칙동사 (교사
자료)
-플래시 카드 만들어 그룹 게임하기

2주
(13일)

장소 관련 단어 학습
위치 물어보기
[장소]에 있다/없다
+5과 활동 같이

-복습하기  ‘아요/어요’
준비 4과
어디에 있어요?
조사 ‘에’ 와 있다/없다
장소와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

5과
-Preposiciones de lugar 위/아래, 앞/뒤, 안/밖, 옆,
사이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유명 여행지 지도로 그룹 활동

3주
(20일)

한자어 수사
얼마예요?
물건의 가격 묻고
대답하기

1과
한자어 수사 Números sino-coreanos
읽는 법 학습
가격, 휴대폰 번호, 대중교통, 날짜(년, 월, 일)
한자어 숫자와 고유어 숫자의 사용 차이 학습하기.
몇 월 며칠/언제예요?
-개인 명함 만들기 활동

4주
(27일)

몇 시예요?
아요/어요 현재형
(어디)에 가요?

-복습
-전화번호, 물건의 가격, 생일 등을 질문할 수 있다.

2과
몇 시 몇 분- 고유어 숫자+시, 한자어 숫자+분
연습하기

조사 (tiempo)에 학습
-동사 현재형을 사용해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시간과 일정표를 만들어 본다. -발표하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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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일)

목적격 조사 ‘을/를’
Lugar에서 V de acción

6과
-inf.+고 싶어요.

3과
목적격 조사 ‘을/를’
S+O+V 순서
-여러가지 동사를 공부하고 ‘아요/어요’ 현재형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두 종류의 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
-조사 ‘에서’ V / 조사 ‘에’ 있다/없다 구별할 수
있다.
-좋아하다 / 안 좋아하다/ 싫어하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설문조사
작성하기

6과
-inf.+고 싶어요.

2주
(11일)

-았/었어요 forma
pasada
-안 forma negativa
-도
-5과 하고 y

4과 -았/었어요 forma pasada 학습하고 연습하기
-일기 쓰기 활동 시작
-과거 시제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달에, 지난 주에,
어제)와 -았/었어요. 질문과 대답하기.
어제 뭐 했어요?
지난 /이번/다음

-무슨+N을/를 좋아해요? /어떤+N을/를 좋아해요?

4과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동사 앞에 안을 넣어
부정형을 만들어 보기.
‘있다/없다’와 같은 부정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
-안(no) V
-N도
S도 O.D.을/를 좋아해요.
S은/는 OD.도 좋아해요.

-5과 하고
N하고 N을/를 좋아해요.

3주
(18일)

-Preposiciones de lugar

6과
-으로/로 hacia/por
–으세요/세요 forma
imperativa
-지 마세요 forma
imperativa negativa
-부터/까지

5과
-Preposiciones de lugar 위/아래, 앞/뒤, 안/밖, 옆,
사이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11월 2주차 학습
내용 겹침)

6과
-으로/로 hacia/por
-으세요/세요 forma imperativa
-지 마세요 forma imperativa nega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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