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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목 한국의 언어와 문화 (강사: 김나연) 

분야 문화 수업 

대상 중급 이상(5~6 단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일반인 

강의 목적 듣기와 쓰기 실력을 키우면서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고급 문법 및 표현을 익힘 

강의 특징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듯한 강연 형식의 강의. 학생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것 

없이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에서 강의 진행 

강의 내용 

(구체적으

로 작성) 

1 주차: 

4 월 3 일  

<한국에 대하여> 

1)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통해 한국의 계절별 음식, 차,  

옷, 주거지, 교통, 관광지, 행사 등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정보 및 

한국에서 유명한 우크라이나인 세 명에 대해 강연 

2) 몰랐던 사실과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 

3) 우크라이나를 알릴 수 있는 블로그 기사 만들기 

2 주차: 

4 월 10 일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문화유산> 

1) 2011 년 12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스키타이 황금문명전”의 전시회에 대한 강연 

2)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유물 사진을 통한 간단한 퀴즈 

3)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 

4) 관심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쓰기 

3 주차: 

4 월 17 일 

<한글,  

의성어와 의태어> 

1) 한글의 원리, 우크라이나어 자막과 함께 한국의 전래동화 두 편 

관람,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 강연  

2) 어떤 의성어 및 의태어가 들렸는지, 우크라이나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표현 찾아보기 

3) 각 학생들에게 상황을 정해 주고 어울리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여 쓰기 

4 주차: 

4 월 24 일 

<한국의 미술> 

1) 한국 화가 여섯 명에 대한 강연.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화가의 정신과 미술을 통해 한국의 역사 들여다보기. 의상 및 

건축의 변화 등 

2) 사랑 받는 우크라이나의 화가들과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 

3) 각 지역별 전통 의상, 건축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 자료 쓰기 

5 주차: 

5 월 8 일 

<한국의 

시와 정원> 

1) 한국 시인 세 명에 대한 강연. 시인들의 작품을 같이 읽어 보고  

그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설명  

2) 아름다운 말과 글이 사람에 미치는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 

한국어가 학생들의 삶에 끼친 좋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 

3) 우크라이나의 짧은 시 한 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쓰기 

기대 효과 

1. 발표 및 토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강연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표현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어울리는 문법과 표현 및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됨 

2. 쓰기 숙제: 수업 시간에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와 달리, 올바른 문법 및 

표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통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리되고 정갈한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됨 

유의 사항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