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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3학기 ( 한국어 4반 )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매주 
공통

토픽 4 수준의 글쓰기 연습 
1. 문맥에 맞도록 제시된 실용문(광고, 이메일 등)의 비어있는 부분을 짧은 문장으로 빈 칸 채우기 
2.설명문, 감상문, 비평문을 읽고 묻는 의도에 맞게 논리에 맞도록 짧은 글쓰기 연습 
3.각 과 마다 활동지를 이용하여 배운 문법 내용을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연습 
4.한 주간 외워야할 단어를 flashcard를 이용하여 점검 

4월

1주
(23일)

서강 한국어 3B/ 6-2과 

1. 서강3B 6과 주요 문법 (3B SB p.102-103) 
• -느라고;  cf.   -는 바람에  
• -은/는 줄 알았다/몰랐어요 

2.말하기 
• 주요 문법 내용을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을 못 했을 때 변명하기와 
약속을 잘못 알았을 때 실수를 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 
(3B SB pp. 104-105) 

3. <활동>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
어 말하기 연습 (3B SB pp. 106-107)

2주
(30일) 서강 한국어 3B/ 6-3과

1. 듣고 말하기 (3B SB pp. 108-110) 
• 한국의 동창회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 고등학교 동창회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읽고 말하기 (3B SB pp. 111-114)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실수한 일련의 상황을 기
술해 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기 

•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기 

5월

1주
(7일)

서강 한국어 3B/ 6-3과 
● 

서강 한국어 3B/ 7-1과 

1. 서강 3B 6과 단어&표현 정리 

2.서강 3B 7과 주요 문법 (3B SB p.118-120) 
• -았/었던  
• -던 
• -고 나서 cf. -(으)ㄴ 후에/다음에 

3.한국 문화 중 신체 언어와 관련된 글을 읽고 스페인의 신체 언어
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대화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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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4일) 서강 한국어 3B/ 7-2과

1. 서강 3B 7과 주요 문법을 이용한 대화를 듣고 이해 (3B SB 
p.121-122) 

2.활동 /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 대화; 대화를 들은 후 각
자의 경험을 이야기 해 보기 (3B SB p.123) 

3.듣고 말하기 / ‘그 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라는 장문의 대화
를 듣고 이해한 후 물음에 답해 보기 (3B SB p.124-126)

3주
(21일) 서강 한국어 3B/ 7-3과

1. 읽고 말하기 / 가수 신해철의 ‘나의 대학 시절’이라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중상급 어
휘를 이해하기 (3B SB p.127-130) 

2.자주 혼동하는 문법 내용인 ‘-았/었던’ 과 ‘-던’을 이용한 자유 대화 
3.서강  3B 7과 단어&표현 정리

4주
(28일) 서강 한국어 3B/8-1과 

1. 서강 3B 8과 주요 문법 (3B SB p.134-135) 
•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후회 표현 
• -을까 하다 계획 표현 

2. 한국어 3&4 반 말하기 대회 

6월

1주
(4일) 서강 한국어 3B/ 8-2과

1. 대화 1&2: 배운 문법 내용을 중심으로 아쉬운 점 말하기와 계획을 
말하기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3B SB p.136-137) 

2.활동/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는 상황을 만들어 각
자 질문과 대답을 작성해서 대화 해 보기 (3B SB p.138-139) 

3.듣고 말하기 / ‘하프 마라톤에 나깔까 해요’라는 대화를 듣고 이해
한 후 질문에 답하기 (3B SB p.140-142) 

4.올초에 세웠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현재까지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유 대화

2주
(11일) 3학기 성취도 평가

1. 3학기 성취도 평가 시험 
2.문제 풀이 
3.소설 ‘파친코’의 중심 단락을 읽고 이해한 후 20세기 초 재일 한국
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3주
(18일)

서강 한국어 4A / 3과  
• 

종강식

1.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발표문에 쓰이는 격식
체에 대해 주어진 주제를 통해 이해하기 
(1)한국인의 국민 간식이자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는 떡볶
이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격식체발표문으로 전환해보기 
(4A SB pp. 64) 

2.이번 학기를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해 보rl 
3.이번 학기 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 
4.  종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