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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GIO COREANO DE BARCELONA

2021-2022 1학기 ( 한국어 4반 ) 학습지도안

목표 
Objectives

1. 지금까지 학습해 온 한국어 3급 수준까지의 문법 사항들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에 중점을 둔
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단순 단문의 한국어 말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좀 더 편안해 지도록 한다. 

2.상급 학생들 중 3급 이상의 문법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므로  4급 수준 이상의 문
법 사항도 필요할 시 3급과 말하기 수업과 함께 병행하여 학습한다.  

3.토픽2의 쓰기 시험에 대비하여 매주 간단한 주제로 쓰기 연습을 한다. 
4.짧은 지문의 수필이나 이야기, 신문 기사 등을 이용하여 읽기 연습을 한다.  

1. Based on the grammatical principles that the students have learned so far, this course will put more 
focus on the part of Speaking, whereby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produce beyond short and simple 
sentences and thus gain more confidence in delivering their ideas and opinions in Korean. 

2. Although the overall level of the course will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evel 3 (TOPIK2), the course will 
also be carried out in tandem with Level 4 for those who are advanced. 

3.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ation for TOPIK2, the course will also invest a good portion of each 
session in writing. 

4. Using short stories, essays, or newspaper articles, the course will also prepare the students for better 
comprehension in written Korean material. 

교재  
및  

수업 참고 자료 

Textbook 
& 

Reference materials

**이번 학년도 부터 한글학교 한국어반이 서강 한국어 시리즈 교재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
로 그에 맞춰 한국어 4반은 서강 한국어 3B 교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서강 한국어 4A의 학습도 교
사가 준비한 수업 자료를 이용하여 병행한다. 

• 학교 지정 교재: 서강 한국어 New Series 3B  Student’s Book (3BSB) & Workbook (3BWB) 
• 교사 준비 자료:  

• 서강 한국어 New Series 4A (4ASB) 
• Intermediate Korean: A Grammar and Workbook, Andrew S. Byon, Routledge 
• 문화가 있는 한국어 읽기 2&3, 조항록 외 3인, 다락원 

• Youtube 

**As of this academic year 2021-22, class of COREANO 4 will conform to the School’s policy that requires 
using the official textbook, Sogang Korean New series. The principal textbook of the course is Sogang 
Korean New Series 3B. Sogang Korean New Series 4A will also be used in tandem. The students need to purchase  
the official textbook Sogang Korean New Series 3B only. The material  for Sogang Korean New Series 4A will be 
provided by the instructor.



바 르 셀 로 나   한 글 학 교
COLEGIO COREANO DE BARCELONA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0월

1주
(2일)

경험 말하기/조언하기  
Part 1  

서강 한국어 3B / 1과 

INTRO:  
• 자기소개 하기  
•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 보기 
• 이번 학년도 수업 방향에 대해 설명 
• 수업 후 복습을 할 때 교재 이용 방법  

1. 주요 문법 
• -은/는데 
• -다면서요?  
• -기만 하면 되다  

2. 말하기: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 
•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대화 연습  
•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3. 쓰기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써보기

2주
(9일)

경험 말하기/조언하기  
Part 1  

서강 한국어 3B / 1과 

INTRO: 
• 지난 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기 
• 한글날 관련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1. 주요 문법 (3BSB p. 19) 
• -을지도 모른다 vs.  -을 수도 있다 
• -(으)ㄴ 편이다 
• -는 게 낫다; -는 게 좋다 

2. 말하기: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 (3BSB pp. 20- 
     23) 

•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대화 연습 
•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그 곳의 유명한 것은 무엇인지, 날씨는 어
떠한지, 여행시 주의할 것은 이야기 해보기 

3. 쓰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짧게 쓰
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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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16일)

경험 말하기/조언하기  
Part 1  

서강 한국어 3B / 1과 

1. 듣고 말하기 (3BSB pp. 24-26) 
• 일기예보, 격식체 듣기 연습 
• 날씨에 따른 여행 계획 

2. 자유 대화 
여행을 취소한 경험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짧게 대화 연습 

3. 읽고 말하기 (3BSB pp. 27-30) 
정동진 기행문을 읽고 이해 

4. 한국 문화 읽기 (3BWB pp.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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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강 3B/ 1과 단어 표현 복습

4주 
(23일)

경험 말하기/조언 구하기/
조언하기 Part 2  

서강 한국어 4A / 2-1과 

1. 듣고 말하기1 (4ASB pp. 38-40) 
핀란드인 따루 살미넨의 인터뷰를 듣고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는지, 한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은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기  

2.주요 문법 (4A SB pp. 41-42) 
• -다 보니 /게 됐어요 
• -다 보면 -게 될 거예요 

3. 말하기: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본인의 경험과 여러 상황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 

4. 쓰기  
예전에는 잘 못하던 것을 연습/노력을 해서 잘 하게 된 것이 있는지 
글로 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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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5주 
(30일)

경험 말하기/조언 구하기/
조언하기 Part 2  

서강 한국어 4A / 2-1과 

1. Youtube 시청 
[354 회담_#28] 한국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 하는 멤버들의 한국어 
공부 비법 대공개  https://youtu.be/qto2GHAAJb0 

2. 읽고 말하기1  (4A SB pp. 46-50) 
학습 유형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학습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해 보
기 

3. 자유 대화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와 달리 한국어는 원하는 만큼 빨리 늘지 않
는데 자신의 공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루 살미넨의 인터
뷰와 Youtube 354 채널의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나누기 

3. 쓰기 
자신의 학습 방법에 어떤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글
로 적어 보기 

4. 서강 4A/ 2-1과 단어 표현 정리

11월

1주
(6일)

음식 설명하기/요청하기  

서강 한국어 3B / 2과 

INTRO: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 이야기해 보기 

1. 주요 문법 (3BSB pp. 34-35; 3BWB pp. 22–31) 
• -을래요? 
• -네요 vs. -군요 
• -아/어서 (usage: sequence of actions)  

2. 말하기 
•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 

• 식당에 갔을 때 메뉴에 모르는 음식이 있을 때의 상황 대화 연
습 (3BSB p.36) 

• 식당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의 상황 대화 연습 (3BSB 
p. 37) 

• 실제 POCHA의 메뉴를 가지고 상황 대화 연습 

3. 쓰기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경험을 짧게 글로 쓰기

https://youtu.be/qto2GHAAJ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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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3일)

음식 설명하기/요청하기  

서강 한국어 3B / 2과 

1. 듣고 말하기 (3BSB pp. 40-42) 
• 한국의 여름 세시풍속인 복날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 날씨에 따른 여행 계획 

2. 자유 대화 
• 스페인에도 비슷한 풍속/풍습이  있는지 짧게 대화 연습 
• 한국 친구와 스페인 식당에 갔는데 친구가 모르는 음식에 대해 물
었을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연습 

3. 읽고 말하기 (3BSB pp. 27-30) 
• 한국의 지역별 특색 음식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 
• 스페인의 지역별 특색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4. 한국 문화 읽기 (3BWB pp. 37-38) 
• 한국의  명절에 먹는 음식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 
• 스페인의 명절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
기 

5. 서강 3B/ 2과 단어 표현 복습

3주
(20일)

경험 말하기/조언 구하기/
조언하기 Part 3  

서강 한국어 4A / 2-2과 

1. 듣고 말하기2 (4ASB pp. 43-45) 
뮤지컬 배우 허엽의 인터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배우가 되기로 결심
했는지와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을 듣고 이해하기 

2.주요 문법 복습 (4ASB pp. 41-42) 
• -다 보니 /게 됐어요 
• -다 보면 -게 될 거예요 

3. 읽고 말하기2 (4BSB pp. 51-54) 
• 불교 예술 작품인 탱화 작가 브라이언 배리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
하기 

• 참고 영상  
• 브라이언 배리 첫눈에 한국에 반하다! 전북 부안에서 시작된 
한국사랑 https://youtu.be/NAb_MTMN4-M 

• [BTN뉴스]벽안의 불화장 브라이어 배리 입적 https://
youtu.be/FtRxBd0UL78 

4. Youtube 시청 
스페인 사람 Alberto가 한국에 살게 된 계기와 스페인과 한국 문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시청하고 의견 나누기 
https://youtu.be/5zCLnqiWtb0 

5. 서강 4A/ 2-2과 단어 표현 정리

https://youtu.be/NAb_MTMN4-M
https://youtu.be/FtRxBd0UL78
https://youtu.be/5zCLnqiWt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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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27일)

안부 묻기/증상 설명하기 

서강 한국어 3B / 3과 

INTRO: 작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달 여간의 격리를 하고 
난 후의 격리 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 이야기해 
보기 

1. 주요 문법 (3BSB pp. 50-51; 3BWB pp. 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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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요/래요/냬요/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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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하기 
•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의 상황 대화 연습 (3BSB p. 
53) 

3. 듣고 말하기 (3BSB pp. 58-60) 
병원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복용법에 대
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12월

1주
(4일)

안부 묻기/증상 설명하기 

서강 한국어 3B / 3과 

1. 주요 문법 (3BSB p. 52; 3BWB pp. 40–43) 
• 지난 주 두가 지의 ‘-았/었더니’ 복습  
• -다가  

2. 말하기 
• 주요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 
아파서 결석/결근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에 대답으
로 쓰일 수 있는 ’-다가’  말하기 연습 (3BSB pp. 54-55)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서 접수하고 진찰받기까지의 상황 대화 
연습  (3BSB pp. 56-57) 

3. 읽고 말하기 (3BSB pp. 61-64) 
한국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그를 읽고 이해하기 

4. 쓰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지 간단하게 써 보기 

5. 서강 3B/ 3과 단어 표현 정리

2주
(11일) 1학기 시험

1. 1학기 시험 
2. 시험 문제 풀이 
3. 한국 단편 영화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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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18일)

격식체 말하기/발표하기/ 

서강 한국어 4A / 3-1과 

1. 듣고 말하기1 (4ASB pp. 58-60) 
일본인 유스케의 가수 김광석과 그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  

2.주요 문법 (4ASB pp. 61-63) 
• 격식체 말하기 (-하십시오/합쇼체) 
• 비격식체 (-해요체)와 격식체 비교와 바꿔 말하기 연습 
• 발표 시 자주 쓰이는  표현 

3. Youtube 시청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잘 이용한 발표를 듣고 이해
하기)  
세바시 1383회: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 by 차인표 “습관 
버킷리스트 미라클모닝”  https://youtu.be/T8xf0XTlgD0

https://youtu.be/T8xf0XTlg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