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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을학기 수업 목표 

노래와 놀이를 통해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즐겁게 배우기 
동화책을 읽고 내용을 말하고 전달하는 능력 키우기 
 

 
 

주 날짜 학습목표 수업내용 문화배우기 

1 8/26 등록 및 반배정 
탈만들기 
 

개학식 
반배정 시험 
탈 만들기 

한국의 탈 

2 9/9 자기 이름 써보기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명칭 배우기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 
이름 배우기  

“동물 동요”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 “  
한글 깨치기 4호 동물들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좋아하는 동물 만들기 

직계가족 명칭 
 

3 9/16 한국의 전통음식 소개 
맛있는 음식 이름 배우기 

“아이스크림” 노래 
한글 깨치기 5호 먹을것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과자집 만들기 

한국의 음식 

4 9/23 우리 몸 명칭  
내 물건 이름 익히기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한글 깨치기 6호 내 물건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우산 만들기 
투호놀이 

전통 놀이 

5 9/30 콜로라도 협의회 
한국 문화 역사 체험장 

한국 문화 역사 체험 제자 한국 학교 

6 10/7 전통 명절 추석에 대해 배우기 
동물농장 친구들 이름 익히기 
 

“동물농장” 노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한글 깨치기 8호 동물들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한국의 명절 , 추석 

7 10/14 과일과 채소 이름 배우고 맛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과일 채소“ 노래 
한글 깨치기 9호 과일과 채소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과일나무 만들기 

한복 

8 10/21 색깔놀이 
놀면서 색깔 배우기 
집안의 물건 이름 배우기 

“노래로 배우는 무지개 색깔” 
한글 깨치기 10호 집안의 물건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색깔 팽이 만들기 

태극기 

9 10/28 숫자놀이 
학용품 낱말 배우기 

”숫자놀이” 노래 
한글 깨치기 12호 학용품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빙고 게임 

한국의 음악 

10 11/4 탈것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배, 
자전거 등  

“소방차, 기차, 비행기” 노래 
한글 깨치기 13호 탈것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자동차 만들기 

한국의 지도 

11 11/11 반대말 배우기 
집안의 가전제품 이름 배우기 

“청개구리 이야기” 
한글 깨치기 14호 가전제품 
낱말카드 만들기 및 게임 
 

인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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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18 단어 총 정리 (4호~ 9호) 

두개의 단어를 합칠 수 있는 
합성어 배우기 

“가나다송” 
한글 깨치기 16호 합성어  
단어게임 

 

13 12/2 단어 총 정리 (10호~ 14호) 
두개의 단어를 합칠 수 있는 
합성어 배우기 

“꼭꼭 약속해”노래 
한글 깨치기 17호 합성어 
단어게임 

 

14 12/9 학기말 시험   

15 12/16 학예회, 종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