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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1학기 한국어 3반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0월

1주
(2일)

자기 소개
학생들 실력 파악
1과 행동 묘사하기

자기 소개 
완전한 문장으로 소개하기 
소개와 관련된 문법과 어휘들 연습 
소개하는 동안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파악 

문법 설명과 연습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동사+ -는” 설명과 연습

2주
(9일) 1과 복장 묘사하기

문법 설명 
“형용사 + -(으)ㄴ” 
입었어요/신었어요/ 썼어요 

말하기 연습 
“형용사 + -(으)ㄴ” 활용하여 행동과 복장 묘사하는 연습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는 연습 

읽기 및 듣기 연습 
교재 읽기 및 읽은 내용으로 말하기 연습 
교재의 듣기 문제 푼 후 역할극 하기, 단어와 표현 정리하기

3주 
(16일) 2과 추측하기

문법 설명 및 말하기 연습 
“동사/형용사 + -는 것 같다/-은 것 같다”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말하는 연습 

읽기 연습 
교재 내용을 읽고 문제 풀기 
답을 맞추며 문법 이해 정도 확인

4주 
(23일) 2과 듣기 및 어휘

듣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듣기 문제 푼 후 짧은 이야기 만들어 보기 

어휘 연습 
감정에 관련된 어휘 설명 및 연습 

문법 설명 
간접화법 설명

5주 
(30일)

3과 제안하기 
       약속하기

문법 설명 
“-을 것 같다”, 반말 

읽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내용을 읽고 문제 푼 후 경험 이야기 해보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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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1주
(6일) 3과 권유하기

어휘 연습 
제안과 약속에 관련된 어휘 설명 및 연습 

듣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의 듣기 문제 풀기 

말하기 및 쓰기 연습 
옆 사람과 반말로 계획 세워 보기 
쓴 것 발표하면서 문법 설명 보충

2주
(13일) 4과 가족 및 성격

문법 설명 
“동사/형용사 +은데/는데”, 나이 

읽기 연습 
교재 읽고 문제 풀기 

듣기 및 말하기 연습 
듣기 문제 푼 후 연극해보기 
가족 소개해보기

3주
(20일)

4과 옛날과 지금 비교하기 
5과 변명하기

어휘 연습 
가족과 호칭 

문법 설명 
“-아지다/-어지다”, “-아도/-어도” 
간접 화법

4주
(27일)

5과 도움 요청하기 
       조언하기

읽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읽기 문제 푼 후 친구의 문제 상담해주기 

어휘 연습 
건강에 관한 어휘 설명 및 연습 

듣기 및 말하기 연습 
듣기 문제 풀이 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하기 연습

12월

1주
(4일) 6과 여행지 추천하기

문법 설명 
“-은 적이 있다”, ‘-도 ~ -도” 

읽기 및 말하기 연습 
교재 읽기 문제 푼 후 여행 경험을 말해보기 

듣기 및 말하기 연습 
듣기 문제 푼 후 여행지 추천하는 말하기 연습

2주
(11일) 6과 마무리 및 시험

어휘 및 말하기 연습 

시험

3주
(18일) 시험 문제 풀이 시험 문제 풀이하며 1학기에 배운 내용 총 복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