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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 독일어 교사 연수 안내 

 

주한독일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3 년도 독일어 교사 연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연수를 실제 수업과 연계하여, 주한독일문화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 보실 기회를 드릴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연수 기간: 2013 년 1 월 21 일(월) ~ 1 월 25 일(금) 

 연수 장소: 주한독일문화원 (서울)   

 이수 시간: 매일 13 시~18 시, 총 20 시간 

 참가 조건: B2 이상의 독일어 (반편성 시험: 12 월 19 일 (수) 9:30-12:00. 

2012 년에 B2.1 이나 B2.2 단계의 수업을 들으신 경우는 면제됩니다.)    

 정원: 12 명  

 증명서 발급: 주한독일문화원의 수료증 발급 

 참가비: 없음  

 연수 신청: 아래 사항을 mi-ran.ahn@seoul.goethe.org 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틀 내에 답신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02 2021 2837 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 들어갔다는 뜻이므로 부재중 응답도 

충분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해당 교육청, 학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독일어 

수준  

 신청 마감: 2012 년 12 월 12 일 (수)  

 
 

연수 내용 

 수업 참관, 수업 계획, 교수 언어, 이해 기능 교육, 표현 기능 교육, 문법에 

관한 매일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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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에서는 5 일간 매일 2 시수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의 

참관과 시강을 위해 초급 1 단계 준비강좌(Vorkurs)가 따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시강은 20 분이며, 수업지도안 작성과 함께 연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날 함께 준비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관 토의: 그날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과 함께 참관한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수업 준비: 시간에는 다음 날의 시강을 함께 준비합니다.  

  

2013 년 독일어 교사 직무연수 일정  

 

 Mo, 21.01. Di, 22.01. Mi, 23.01. Do, 24.01. Fr, 25.01. 

13:00 – 
14.30 
Uhr 

Unterrichtsbe-
obachtung 

수업 참관 

안내 

Unterrichts-
sprache 

교수 언어  

Die Vermitt-
lung rezeptiver 
Fertigkeiten im 
DU 

이해 기능 

교육 

Die Vermitt-
lung produkti-
ver Fertigkei-
ten im DU 

표현 기능 

교육 

„Wo bleibt die 
Grammatik?“ 

„문법은 

어디로?“ 

14:30 – 
15:00 
Uhr 

Pause 
 

Pause Pause Pause Pause 

15:00 – 
16:30 
Uhr 

Hospitation 
des Kurses A 
1.0 

A1.0 수업 참관  

Hospitation A 
1.0 

A1.0 수업 참관 

Hospitation A 
1.0 mit 1-2 
Lehrversuchen 

참관과 시강 

Hospitation A 
1.0 mit 1-2 
Lehrversuchen 

참관과 시강 

Hospitation A 
1.0 mit 1-2 
Lehrversuchen 

참관과 시강 

16:30 – 
16:45 
Uhr 

Pause Pause Pause Pause Pause 

16:45 – 
18:00 
Uhr 

Nachbespre-
chung und 
Unterrichtspla-
nung 

참관 토의 

수업 계획  

Nachbespre-
chung und 
Vorschau 

참관 토의 

수업 준비 

Nachbespre-
chung mit 
Selbstreflexion 
und Vorschau 

참관 토의 

수업 준비 

Nachbespre-
chung mit 
Selbstreflexion 
und Vorschau 

참관 토의 

수업 준비 

Nachbespre-
chung mit 
Selbstreflexion 

참관 토의 

 

 

 

주한독일문화원 교육협력부 

안미란 

mi-ran.ahn@seoul.goethe.org 

02 2021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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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Vereinsbank 

München 

Konto  5372780 

BLZ 70020270 

 

Korea Exchange Bank 

Euro-Konto: 

650-007504-397 (Euro) 

KRW-Konto: 

630-006983-203 (KRW) 

SWIFT BIC: KOEXKRSE 

 

 

mailto:mi-ran.ahn@seoul.goethe.org
mailto:info@seoul.goethe.org
http://www.goethe.de/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