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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2학기 ( 한국어 4반 ) 학습지도안 

2022/23 2학기 월별 교육주제 주별 교육주제

매주 공통

1.토픽 3 & 4급 수준의 읽기 연습
2.한국어 관용어 표현 
3.불규칙 동사 활용 말하기로 연습
4.종성 겹자음 연음 시 발음 말하기로 반복 연습

 1월

13차시
1주

(7일) 서강 한국어 3B/ 1과 
날씨와 여행

<도입>
• 겨울 방학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 보기
• 2학기 수업 방향에 대해 설명

<문법>
• -은/는데 #3
• -기만 하면 되다 
• -을지도 모른다 vs.  -을 수도 있다
• -(으)ㄴ 편이다
• -는 게 낫다; -는 게 좋다

<어휘와 대화>
•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대화 연습 
•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대화 연습
•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그 곳의 유명한 것은 무엇인지, 날씨는 어떠한지, 
여행시 주의할 것은 이야기 해보기

<관용 표현, 사자성어> 새해 계획, 작심삼일(作心三日)? 
작심삼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관련 영상 시청하기 

14차시
2주

(14일)
서강 한국어 3B/ 1과 
날씨와 여행

<듣고 말하기> 
• 일기예보, 격식체 듣기 연습
• 날씨에 따른 여행 계획

<읽고 말하기> 
정동진 기행문을 읽고 이해

<한국 문화 읽기>
• 한국의  24절기 중  입춘, 하지, 입추, 동지에 대한 짦은 글을 읽고 이해
• 서양의 Equinox (Spring and Autumn)와 Solstice (Summer and 

Winter)와 연결하여 관련 풍속 이야기해 보기

<1과 단어 & 표현 정리>

<쓰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짧게 쓰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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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시
3주

(21일)
서강 한국어 3B/ 2과 

음식

<도입>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 이야기해 보기

<문법>
• -을래요?
• -네요 vs. -군요
• -아/어서 (usage: sequence of actions) 

<어휘와 대화>
• 한국 음식의 이름과 조리법 관련 동사
• 식당에 갔을 때 메뉴에 모르는 음식이 있을 때의 상황 대화 연습
• 식당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의 상황 대화 연습
• 실제 POCHA의 메뉴를 가지고 상황 대화 연습

<쓰기>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을 짧게 글로 쓰기

16차시 4주
(28일)

서강 한국어 3B/ 2과 
음식

<듣고 말하기>
• 한국의 여름 세시풍속인 복날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설날 행사>
• 설날 관련 영상 시청
• 설날 전통 풍습 & 전통 관련 어휘 게임
•  윷놀이 규칙을 배우고 직접 윷놀이 하기

<전통 음식 체험>

2월

17차시
1주

(4일)

서강 한국어 3B/ 2과 
음식

서강 한국어 3B/ 3과 
건강

<읽고 말하기> 
• 한국의 지역별 특색 음식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
• 스페인의 지역별 특색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2과 단어 & 표현 정리>

<문법>
• -았/었더니 (usage: a result in the present is the cause of what 

the speaker experienced in the past)
• -았/었더니 (usage: used in the reported speech connecting the 

speaker’s statement and the listener’s reply as in …았/었더니…
대요/래요/냬요/재요)

• 간접화법 축약형 복습 (-다고/라고/냐고/자고 해요 ➛ 대요/래요/냬요/재
요)

• -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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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시 2주
(11일)

서강 한국어 3B/ 3과
건강 

<문법>
• 지난 주 두 가지의 ‘-았/었더니’ 용법 복습 
• -다가 

<어휘와 대화>
• 병명과 증상, 해당하는 병원 어휘
•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의 상황 대화 연습
• 아파서 결석/결근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에 대답으로 쓰일 
수 있는 ’-다가’  말하기 연습

•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서 접수하고 진찰받기까지의 상황 대화 연습 

<듣고 말하기>
병원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복용법에 대한 대화
를 듣고 이해하기

19차시
3주

(18일)

서강 한국어 3B/ 3과
건강

서강 한국어 3B/ 4과
쇼핑

<읽고 말하기>
한국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그를 읽고 이해하기

<3과 단어 표현 정리>

<문법> 
• -더라고요
• -게 (의도 부사 접미사, 예: 발음을 들을 수 있게)
• 비교: -도록 vs  -게

<어휘와 대화>
• 전자 제품에 생긴 문제 관련 어휘
• 전자 제품 설명하는 대화 듣고 이해

20차시 4주
(25일)

서강 한국어 3B/ 4과
쇼핑

<어휘와 대화>
• 전자 제품 기능 관련 어휘
• 새로운 전자 제품 구입 시 기능 설명하는 대화 듣고 이해 , 응용하여 말하
기 연습

<듣고 말하기>
• 쇼핑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배우고 각자의 쇼핑 방법 선호도에 대해 이야
기 하기

• 대화 듣기 이해

<읽고 말하기> 
•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고 중고 물품 기증과 
이웃 돕기에 대해 이해

• 스페인에도 이와 비슷한 목적의 구제 단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기 
[HUMANA https://www.humana-spain.org]

<4과 단어 & 표현 정리>

https://www.humana-spain.org/?&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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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차시 1주
(4일)

서강 한국어 3B/ 5과
분실

<문법> 
• -아/어 있다 
• 비교 문법: -아/어져 있다 (- 아/어지다  + - 아/어져 있다); V되어/돼 있다 

(V되다 + - 아/어 있다)
• -은 가/나 보다
• 비교 문법: - 은/는/인 것 같다

<어휘와 대화> 
• 분실한 물건 묘사, 상태 묘사에 필요한 어휘
• ‘-아/어 있다’를 이용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물건 묘사 대화 듣고 
이해, 응용하여 말하기 

•  ‘-은 가/나 보다’를 이용하여 상태 묘사 대화 듣고 이해, 응용하여 말하기

22차시
2주

(11일)

서강 한국어 3B/ 5과
분실

 <듣고 말하기> 
• 한국의 전래 동화와 공통된 주제인 권선징악에 대해 알아보기
•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듣고 주요 문법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의 내
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기

<Youtube 시청> 금도끼 은도끼

<읽고 말하기>  
•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라는 글을 읽고 이해하기
•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5과 단어&표현 정리>

23차시
3주

(18일) 서강 한국어 3B 1과 - 5과      
총정리

1.문법
2.어휘 & 표현
3.토픽 3/4급 수준 읽기 모의 시험 풀이

24차시
4주

(25일) 2학기 성취도 평가 시험

1. 2학기 성취도 평가 시험
2.시험 문제 풀이 
3.자유 대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뒤돌아 보기, 무엇이 부족했으며 다음 학
기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의견 교
환하기

4월

25차시 1주
(1일)

한국 음식 문화 체험 
김밥 만들기

1.김밥의 유래에 대한 글을 읽고 격식체 발표문으로 바꿔보고 김밥의 현대
화를 통한 다양한 김밥들에 대해 알아보기

2.김밥 만들기 영상 시청
3.한국 음식 문화 체험:  김밥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