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초급 중급 

1 월 

27 일 

청자존대 (반말 vs. 높임말)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그룹별 활동: 낱말 알아 맞추기 

반대말 (1) 

불규칙 동사 활용 

문화:  Pantomime   

간접화법 심화 (1):  듣기 +  말하기 

평서문: ---는다고 해요.                          

1 월 

28 일 

접속사:  그래서 vs.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  명령문,  청유문 

주체 존대 (반말 vs. 높임말)  간접화법 심화 (2):  듣기 +  말하기 

청유문: ---자고해요.  명령문: ---라고해요 

 

1 월 

29 일 

존대법 정리   

명사형 어미  -기  vs.   –는 것 

친족 어휘  

단체활동: 그림을 보고 설명하기 

문화:   

설날, 윷놀이, 절하기 

짝활동:  가족의 취미 말하기 

간접화법 심화 (3):  듣기 +  말하기 

의문문: ---냐고해요 

‚주다‘ :  달라고 하다  vs.주라고 하다 

1 월 

30 일 

음운 변화를 노래로 익히기: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음운 규칙 정리  

의문사 정리  

간접화법 심화(4): 높임말 vs. 반말  

1 월 

31 일 

반대말(2)  

시제:  현재-과거-미래 

그림 + 사전: 단어 알아맞히기 

온라인 Kahoot 활용  

 

야자- 타임 (반말 연습)  

아서/어서   vs.  -느라고  차이 연습    

 중급 초급 

2 월  

3 일 

-는  Noun 에  vs. Verb –ㄹ 때  

(예: 비가 오는 날에 vs. 비가 올 때) 

 

그림을 보고 의견 말하기: 

-는, -ㄴ, -은 + 것 같다     

관형어 연습 → 반친구 소개 하기  → 자기 소개하기  

귀여운 베티, 사랑스러운 바바라, 키가 큰 마틴,  눈이 예쁜 

수지, 수영장에 자주 가는 테레사 etc.    

2 월 

4 일 

구어체 종결어미(1) 

-거든 1  (원인, 이유) 

-거든 2  (설명, 화제 제시)  

구어체 종결어미(2)   

-거든 vs. -ㄴ걸    

관형어 확인 연습 (노래: 상어 가족) 

-면  안 됩니다  vs.  –지  마십시오   vs.   –ㅂ십시오  



 표지판 설명:  1)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2) 여기 주차하지 

마십시오. 3)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2 월 

5 일 

- 은 vs. –던 차이 

Retrospective 연습  

- 던 vs.  았/었/였던  

  

학생들이 원하는 연습(1) 

-는데   vs.  – 니까 

-는데   vs.  –지만   

짝활동:   -도 되다  vs.  -면 안 되다   

A:   수업 시간에 문자를 보내도 돼요?  

B:    아니요,  문자를 보내면 안 돼요. 

A:  연습 문제를 사진 찍어도 돼요?       B: 네,  사진 찍어도 돼요. 

2 월 

6 일 

학생들이 원하는 연습(2) 

-ㄹ텐데  vs.  – ㄹ 테니까  

활동: 나도 할 수 있어! 

경어체 사용  

역할극: 사장님 vs.  사원 

Kahoot 활용: 간접화법 총정리 

 

부정 표현:  안 vs  못,  -지 않다  vs. -지 못하다 

 문화: 숫자, 발음 연습/ 007 게임,  음식 주문하기 게임 

2 월 

7 일 

학생들이 원하는 연습 (3) 

-다/는다  vs.  -아/어/예요 

-군요 vs.  -네요 

-(으)면   vs.  -(으)려면 

-든지  -든지  vs.  든지 말든지   

-도록,  -해 주다, -면 좋겠다 

 

숫자 복습 + 분류사  총정리  

날짜, 생일, 나이, 시간, 가격, 수량   

생활 한국어편: 

물 한 모금, 사과 한 입,  

라면 한 젓가락, 밥 한 숟가락 등     

-고 있다  vs. –고 있지 않다 

-고 싶다  vs.  – 고 싶지 않다  

메모리 게임 (누가 뭐하고 있나?:  -면서  + -고 있다  문형 활용) 

ㄹ 불규칙,  ㄷ 불규칙 동사 확인 문제 

코코코 게임,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신체 관련 어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