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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3학기 (한국어 4반) 학습지도안

2020/21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4월

1주 
(10일)

첫인상과 성격

1. 첫인상과 성격과 관련된 대화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성격 관련 표현 2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만으로는  
(2)-다(가) 보면 
(3)에 의하면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4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2주 
(17일)

꿈과 목표

1. 어렸을 때의 꿈과 앞으로의 목표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
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감정과 관련된 어휘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꿈과 목표/계획 관련 표현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으)려다가 
(2)-더러 (vs. 보고, 한테, 에게)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4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3주 
(24일)

인연과 관계

1.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과의 인연과 관계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인연 관련 표현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는데요 
(2)-따라 
(3)-더니 (vs. -다더니)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4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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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4주 
(1일)

분실물 찾기

1.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린 후 분실 신고와 관련된 대화
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분실과 습득 관련 어휘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히기 

(1)-(으)ㄹ까 봐(서) 
(2)-(으)ㄹ 걸 그랬다 
(3)-(으)ㄹ 뻔하다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Upper 3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5주 
(8일)

실수와 사과

1. 과제물 제출 관련하여 실수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실수와 사과 관련 표현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 
(2)사동표현 1: -게 하다 
(3)-는 바람에 (vs. -는 탓에)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Upper 3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6주 
(15일)

건강관리

1. 일상 생활 속 건강관리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건강, 영양, 질병, 생리 현상 관련 어휘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사동접미사(이,히,리,기,우, 구, 추)를 이용한 사동 
(2)-아/어야지요 
(3)-는 대로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Upper 3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7주 
(22일)

취업 

1. 취업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취업, 직장 생활 관련 어휘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만 못하다 (vs. 보다 못하다) 
(2)비교 표현 정리  
(3)-아/어 놓다 (vs. -아/어 두다)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Upper 3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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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29일)

Youtube   
강연과  
질의 응답

1. 브랜딩 컨설턴트인 박요철 작가의 “작지만 좋아하는 일
을 매일 매일 실행해야 하는 이유” 세바시 1153회 시청 

2. [더박스 취재다큐 프로젝트] 타일러가 생각하는 한국의 
장단점, 한국 사회, 문화 질의 응답 

3. 강연과 질의 응답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4. 4월 & 5월 두 달 동안 배운 표현들을 이용하여 타일러가 
받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의견
을 말해 본다. 

5. 학생 1명 (Eriong) 발표

6월

9주 
(5일)

봉사와 기부 

1. 보육원 봉사 활동과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봉사 활동, 기부 관련 어휘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던데 (vs. -다던데) 
(2)-는데도 …-더니 
(3)만큼 (vs. 대로) 

5. 오늘 주제 관련 장문 듣기 연습  (TOPIK2, Level 4 수준) 
6. TOPIK 2 문제 유형별 연습

10주 
(12일)

3학기말 평가 1. 3학기 성취도 평가 
2. 성취도 평가 문제 풀이

11주 
(19일)

전래 동화 
흥부와 놀부

1. 연극 활동에 관련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2. 대화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익히기 
3. 주제 어휘: 전래 동화의 권선징악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 

X쟁이  
4. 대화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익힌다. 

(1)-는 물론이고 
(2)하도 -아/어서 
(3)-(으)ㄹ까 말까 하다 

5. Youtube ‘흥부와 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