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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2학기 ( 한국어 1반 A )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2학기

1월

1주
(8일)

-숙제 검사
-아/어요 현재형
-몇 시예요?
-(시간)에

-시, 분을 읽고 쓸 수 있다.
–동사 원형을 ‘아/어요’로 동사 변형 시키기.
워크북: p. 96-98
-동사 카드를 이용해 게임하기
-몇 시에, 어디에 가는지 시간과 동사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학생책 p. 73-77

-(시간)에 문법, 단어 책 p.  24

2주
(15일)

-(시간)에
-동사 표현
-몇 시, 주어+어디에
있다/없다

-지난 시간 동사 카드 복습
-예시 시간표를 보고 여러 표현 익힌다.
학생책 p. 78-79
‘몇 시에 _________?’

-나의 개인 일정표를 만들고 발표하기
워크북 p. 102

-세계 각 도시의 시간과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읽고 말할 수 있다.
대화를 듣고 대답 할 수 있다.
학생책 p. 80-85

3주
(22일)

친구에게 일정을 묻고
약속을 정할 수 있다

-달력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기
동사, 시간, 주격조사, 장소, 주어, 시간(에),
장소(에) 각각의 낱말로 알맞은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쓸 수 있다.
워크북 p. 99-105

-대화를 완성하며 여러가지 표현을 익힌다
워크북 p. 106

-위에 익힌 표현을 바탕으로 전화로 친구에게
일정을 묻고 약속을 정할 수 있다. (숙제: 녹음하기)

4주
(29일)

설날 행사
영상 수업 및 합동
수업
(전통 놀이, 세배 등)

-설날에 대한 영상 보고 문제 풀기
-한국어 1 B반과 합동 수업(전통 놀이 체험, 퀴즈
등)
-설날 카드 만들어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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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5일)

3과
(장소)에서 동작동사
표현을 익히고
‘(장소)에 있다/없다
(장소)에
가다/오다/다니다’
표현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목적격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타동사 학습
‘좋아하다’/’안 좋아하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안 좋아하는 음식을 표현하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다.
+동사 표현
학생책 p. 90-93
동사 카드 기억력 게임하기

-목적격 조사 문제 풀고 ‘아/어요 복습
워크북 p. 110-113

2주
(12일)

3과 (장소)에서
동작동사 표현 연습
-에, -에서 구분

(장소)에서 동작동사 표현 연습
-에, -에서 구분하기
워크북 pl. 116-119

언제 무엇을 하는지 묻고 대답하기
학생책 p. 94-96
짝활동

3주
(19일)

무슨 요일에 무엇을
하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등 표현을 익히고 단문을 읽고 문제 풀기
바쁘다/ 시간이 있다/ 없다
학생책 p. 98-101

-받아쓰기 및, 대화 완성하기
워크북 p. 120-124

한국에서 연장자에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문화-

4주
(26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소개하기

-영화 장르에 대한 표현
-어떤 영화/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짧은 한국 영화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기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와 약속을 잡을 수 있다.
학생책 p. 102-104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고 여러 게임하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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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일)

4과
과거형 표현
-았/었어요

-과거 시제

-단형 부정문 만들기

-어제, 지난 주말, 작년, 지난 주 등 과거 시제를
활용해 과거에 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학생책 p. 108-109

-과거 시제를 고르고 현재 시제에서 과거로 시제를
바꾸기
워크북 p. 128-131
숙제: p. 132-135

-대중가요를 공부하고 -았/었표현을 자연스럽게
학습해 보기

2주
(12일)

-도
-언제 +과거형
-시간 명사

-과거형 시제 복습
-도
sust.도 V
-작년/올해/내년,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등
시제에 따른 여러 시간 명사 습득하기
학생책 p. 110-114
+워크북 p. 136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
년도를 적고 친구들과 유추해 보기

숙제: 일기쓰기

3주
(19일)

기억에 남는 파티

-파티를 자주 하는지,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한
파티 중 가장 재미있었던 파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글고 적어 본다.
+발표하기
-책에 있는 수잔 씨의 파티에 대한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본다
학생책 p. 116-119
+워크북 p. 137

4주
(26일)

보통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는지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앤디와 소라의 대화를 듣고 정보
채우기
-짝활동: 수업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묻고 정보
채우기 게임하기
+새로운 표현과 동사 복습하기

학생책 p. 120-123
+워크북 p. 138-140

시험 전 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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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2일)

-2학기 시험-
5과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 명사 (앞, 뒤, 위,
아래, 옆, 안, 밖, 사이)

2학기 성취도 평가

-위치 명사를 학습하고 그림을 보고 물건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학생책 p. 126
+워크북 p. 144-147

2주
(9일)

-(으)러
가다/오다/다니다

-왜 어디에 가는지 이동 동사의 목적을 표현할 수
있다.
학생책 p. 127-131
+워크북 p. 148-150

-격식적 현재형 ‘습니다/ㅂ니다’ 학습
비격식체 ‘-아/어요’와 차이
워크북 p. 15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