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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2학기 ( 한국어 4반 )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매주 
공통

토픽 4 수준의 글쓰기 연습 
1. 문맥에 맞도록 제시된 실용문(광고, 이메일 등)의 비어있는 부분을 짧은 문장으로 빈 칸 채우기 
2.설명문, 감상문, 비평문을 읽고 묻는 의도에 맞게 논리에 맞도록 짧은 글쓰기 연습

1월

1주
(8일)

서강 한국어 4A / 2-1과 

1. 듣고 말하기 (4ASB pp. 38-40) 
• 핀란드인 따루 살미넨의 인터뷰를 듣고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한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은 무엇
인지 듣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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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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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새해 계획, 작심삼일(作心三日)?  
작심삼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관련 영상 시청하기 

2주
(15일) 서강 한국어 4A / 2-2과 

1. 읽고 말하기  (4A SB pp. 46-50) 
• 학습 유형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학습 유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 

2. 자유 대화: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와 달리 한국어는 원하는 만큼 
빨리 늘지 않는데 자신의 공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루 살
미넨의 인터뷰와 Youtube 354 채널의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나누기 

3. Youtube 시청 
• 스페인 사람 Alberto가 한국에 살게 된 계기와 스페인과 한국 문
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시청하고 의견 나
누기 https://youtu.be/5zCLnqiWt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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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강 4A/ 2과 단어 표현 정리

https://youtu.be/qto2GHAAJb0
https://youtu.be/5zCLnqiWt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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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22일) 서강 한국어 3B/ 4-2과 

1. 주요 문법 (3B SB p.69) 
• -게 (의도 부사 접미사, 예: 발음을 들을 수 있게) 
• -도록 
• 비교:  -게 (양태 부사 접미사, 예: 깨끗하게, 잘 듣게 됐어요) 

3.  대화를 통해 ‘-더라고요’ 와 ‘-게’의 쓰임을 이해하기 (3B SB p.71) 

4.주어진 표현을 이용하여 대화 연습하기 

5. <활동>  전자 상가에서 전자 제품을  사는 상황을 만들어  실제 생
활에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지 연습하기 (3B SB pp.72-73)

4주 
(29일) 서강 한국어 3B/ 4-3과 

1. 듣고 말하기 (3B SB p.74-76) 
• 쇼핑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배우고 각자의 쇼핑 방법 선호도에 대
해 이야기 하기 

• 대화 듣기 / 물건과 장소 추천 

2.설날 행사 
• 설날 관련 영상 시청 
• 설날 전통 풍습&전통 관련 어휘 게임 
•  윷놀이 규칙을 배우고 직접 윷놀이 하기

2월

1주
(5일)

서강 한국어 3B/ 4-4과  
● 

서강 한국어 3B/ 5-1과

1. 읽고 말하기  (3B SB p.77-80) 
•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고 중고 물품 기
증과 이웃 돕기에 대해 이해 

• 스페인에도 이와 비슷한 목적의 구제 단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
기 [HUMANA https://www.humana-spain.org] 

2.서강 3B  4과 단어&표현 정리 

3.서강B 5과 주요 문법 (3B SB p.84-85) 
• -아/어 있다 (3B SB p.84-85) 
cf.   (1) - 아/어져 있다 (- 아/어지다  + - 아/어져 있다) 
        (2) V되어/돼 있다 (V되다 + - 아/어 있다) 

https://www.humana-spain.org/?&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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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2일) 서강 한국어 3B/ 5-2과

1. 말하기: ‘-아/어 있다’를 이용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물건 
묘사 하기 (3B SB p.87) 

2.주요 문법 (3B SB p.86) 
• -은 가/나 보다;   cf.  - 은/는/인 것 같다 

3. 말하기:  ‘-은 가/나 보다’를 이용하여 상태 묘사 하기 (3B SB p.88-
89) 

4. <활동> 물건을 분실했을 때 분실물 센터에 가서 문의 하는 상황
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 (3B SB p.90-91)

3주
(19일) 서강 한국어 3B/ 5-3과

 1. 듣고 말하기 (3B SB p.92-93) 
• 한국의 전래 동화와 공통된 주제인 권선징악에 대해 알아보기 
•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듣고 주요 문법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
기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기 

2. Youtube 시청: 금도끼 은도끼 

3. 읽고 말하기  (3B SB p.95-98) 
•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라는 글을 읽고 이해하기 
•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4. 서강 5B 단어&표현 정리

4주
(26일) 서강 한국어 3B/ 6-1과

1. 서강B 5과 주요 문법 (3B SB p.102-103) 
• -느라고;  cf.   -는 바람에  
• -은/는 줄 알았다/몰랐어요 

2.말하기 
• 주요 문법 내용을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을 못 했을 때 변명하기와 
약속을 잘못 알았을 때 실수를 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말하기 연습 
(3B SB pp. 104-105)

3월

1주
(5일) 서강 한국어 3B/ 6-2과

1. <활동>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
어 말하기 연습 (3B SB pp. 106-107) 

2.듣고 말하기 (3B SB pp. 108-110) 
• 한국의 동창회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 고등학교 동창회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하기  

3. 읽고 말하기 (3B SB pp. 111-114)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실수한 일련의 상황을 기
술해 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기 

•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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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2일)

서강 한국어 3B/ 6-3과 
● 

서강 한국어 4A / 3-1과 

1. 서강 5B 단어&표현 정리 

2.서강 4A /3-1과, 듣고 말하기1 (4ASB pp. 58-60) 
• 일본인 유스케의 가수 김광석과 그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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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19일) 서강 한국어 4A / 3-2과 

1. 주어진 주제를 이용하여 격식체 발표 표현 연습해 보기 (4ASB 
pp. 62) 
•  한국의 대표적인 계절 간식: 여름 간식, 팥빙수 & 겨울 간식, 
붕어빵 

• 내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 가수 김광석과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그의 음악 

2.읽고 말하기  (4ASB pp. 67-70) 
• 발표 준비부터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글을 읽고 발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하기 

3.다음 주 각자 주제를 정해서 짧게 발표, 주제 정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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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xf0XTl-
gD0

4주
(26일)

발표하기  

서강 한국어 4A / 3-3과 

1. 학생 발표 
2. 발표 후 질문, 조언하기  
3.서강 4A/ 3과 단어 표현 정리 
4.선택 주제 발표 

(1)한국인의 국민 간식이자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는 떡볶
이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격식체발표문으로 전환해보기 
(4ASB pp. 64) 

(2)한국의 돈 지폐에 그려져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과 여러가지 
그림과 무늬들의 의미에 대한 글을 읽고 발표문으로 바꿔보기 
(4ASB pp. 71-72) 

4월

https://youtu.be/T8xf0XTlg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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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일) 2학기 성취도 평가 시험

1. 2학기 성취도 평가 시험 
2.시험 문제 풀이  
3.자유 대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뒤돌아 보기, 무엇이 부족했으며 
다음 학기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했으면 하는지
애 대해 의견 교환하기

2주
(9일) 한국 음 식 문화 체험 

1. 김밥의 유래에 대한 글을 읽고 격식체 발표문으로 바꿔보고 김밥
의 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김밥들에 대해 알아보기 

2.김밥 만들기 영상 시청 
3.한국 음식 문화 체험:  김밥 만들기 (tentative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