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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1학기 한국어 3반 학습지도안

2020/21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학기 10월

1주
(3일)

지난 학년도 수업 내용 복습 
및 보충 교육

• 레벨 테스트 
경희문법 1권과 2권 문법에 나온 문법으로 테스트 

• 자기소개 
한국어로 자기소개하기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는가? 

• 조사 복습 
은/는, 이/가, 을/를, 에게/한테/께, 에, 에서, (으)로 

2주
(10일)

지난 학년도 수업 내용 복습 
및 보충 교육

• 관형사형어미 복습 
1. 형용사 (으)ㄴ 
2. 동사 (으)ㄴ - 관형형 과거 
3. 동사 는 - 관형형 현재 
4. 동사 (으)ㄹ - 관형형 미래 

• 회화 연습

3주 
(17일)

지난 학년도 수업 내용 복습 
및 보충 교육

• 의존어 : 연결표현 복습 
1. 동사 (으)ㄴ후에 / 명사 후에 
2. 동사 기 전에 / 명사 전에 
3. 동사 (으)ㄹ 때  / 명사 때 
4. 동사 (으)ㄹ - 관형형 미래

4주 
(24일)

지난 학년도 수업 내용 복습 
및 보충 교육

1.이유 설명 (Explicar Razon o Causa) 
동사+ 기 때문에  

2.이유 설명 (Explicar Razon o Causa) 
명사 + 때문에  

• 연결 어미 복습 
1. 고(1) / 고(2) / 고(3) 
2. 어서/아서(1), 어서/아서(2)  
3. 니까(1) 
4. 지만  
5. (으)면

5주 
(31일) 추측/의견 표현 학습

1. 추측 표현 (Expresion de Suponer)  
 동사 + 는/ (으)ㄴ / (으)ㄹ 것 같다 
 
3. 추측 표현 (Expresion de Suponer) 

 형용사 + (으)ㄴ / (으)ㄹ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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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7일)

연결 표현 학습

1. 선행절 배경 설명 
  동사+ 는데 / (으) ㄴ 데 (1) 

2.선행절 대조 
  동사+ 는데 / (으) ㄴ 데 (2)

2주
(14일)

연결 표현 학습

1.의도 
 동사+ (으)려고 하다 (1) 

2.움직임 변화  
 동사+ (으)려고 하다 (2)

3주
(21일) 경험 표현 학습

1. 시도의 의미 
 동사+ 아/어 보다 (1) 

2. 경험 
 동사+ 아/어 보다 (2)


4주
(28일)

경험/계확 표현 학습

1. 경험 (Experiencia) 
 동사 + 아/어 본 적이 있다/ 없다 

2. 여격 조사 (Particula Objeto indirecto) 
동사 + 기로 하다  

12월

1주
(5일) 의무/금지/허락 표현 학습

1. 필수, 의무 (Obligacion)  
 동사+ 아야/ 어야 되다 

2.허락, 허가 (Permitir)  
 동사+ 아도/ 어도 되다 

3.금지 (Prohibido) 
 동사 + (으)면 안 되다 

2주
(12일)

시험
1. 1학기 성취도 평가 

2. 시험 문제 풀이

3주
(19일)

희망 표현 학습

1.희망, 바람 (Deseo, Esperanza) 
 동사 + 았으면/ 었으면 좋겠다  

2. 동시에 행동을 진행 
동사 + (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