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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2학기 한국어 3반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2학기

1월

1주
(8일) 6과 경험 말하기

인사 나눔 
방학 동안 있었던 일 대화하기 
문법 설명과 연습 
-(으)ㄴ 적이 있다” 
문법 활용하여 경험 말하기 
동영상 시청하며 문법 복습

2주
(15일) 6과 여행지 추천하기

문법 설명 
“도… 도” 
여행과 관련된 어휘 익히기 
여행지 추천 동영상 시청 
짝에게 여행지 추천해 보기

3주 
(22일) 7과 정보 물어보기

문법 설명 
“-은/는지 알다”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정보 물어보고 답하기 
자기 나라 문화와 잔치에 대해 소개하기

4주 
(29일) 7과 축하하기

문법 설명 
“-겠-” 
축하하기, 걱정 표현하기 
듣기 및 읽기 문제 풀기 
동영상 보며 문법 복습

2월

1주
(5일) 8과 면접 정보 말하기

문법 설명 
존댓말 총정리 및 연습 문제 풀기 
격식체 “-습니다” 활용하여 면접 시 자기 소개하기 
동영상 시청

2주
(12일) 8과 정보 말하기

문법 설명 
격식체 존댓말 “-으십니다” 
배운 문법 활용하여 정보 전달하기 
면접 역할극

3주
(19일) 8과 생각 말하기

문법 설명 
간접 화법 “-냐고 하다” 
간접 화법 총 정리 
어휘 및 듣고 읽기 연습

4주
(26일) 9과 한국 생활 경험

문법 설명 
“-았/었을 때”, “-게 되다” 
한국 생활 경험 말하기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동영상 시청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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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일) 9과 격려하기

문법 설명 
“-기로 하다” 
미래의 꿈과 계획에 대해 연습하기 
말하기 연습 
‘내 인생’에 대해 짝과 대화 나누기 
읽기 및 듣기 문제 풀기

2주
(12일) 서강 3A 1과 소개하기

문법 설명 
“-(으)ㄴ 지 (시간)  됐다”, “-인데” 
모르는 사람 소개하고 인사하기 
연습 문제 풀며 짝과 소개 연습하기

3주
(19일) 2과 정보 묻고 대답하기

문법 설명 
“-으려면”, ‘-으면 된다”, “간접 화법 축약” 
연습 문제 풀며 정보 묻고 답하기 
간접 화법 총 복습

4주
(26일) 2과 정보 전달하기

듣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듣기 문제 푼 후 도서관 이용에 대해 말하기 
읽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읽기 문제 푼 후 한국 생활에 대해  말하기 
한국에 사는 외국인 인터뷰 동영상 시청

4월

1주
(2일)

학기말 시험 
3과 집의 특징 설명

학기말 시험 
문법 설명 
“-은/는 편이다”, “-긴 하다” 
문법 활용하여 집의 특징 설명하기 
한국에서 집에 대한 동영상 시청

2주
(9일) 3과 집의 종류

시험 문제 풀이하며 2학기에 배운 내용 총 복습 
동영상 시청 
한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 동영상 시청하며 관련 대화 나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