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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과의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익히며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 주제에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주 날짜 학습목표 수업내용 문화배우기 

1 8/24 등록 및 반배정 
 
 

개학식 
반배정 시험 
 

 

2 8/31 1과 자원봉사를 해도 돼요?  
어휘,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주제 : 봉사 
어휘 : 봉사 활동 
문법 : - 아/어도 돼요, -(으)ㄹ 테니까 

 

3 9/7 허락을 구하고 허락의 말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모집 공고문을 읽고 
봉사 활동 경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의논하는 대화 듣기, 모임 계획 
말하기 
용돈 모으기 게임 
 

돼지꿈 

4 9/14 2과 오늘 동화책을 읽었다.  
어휘,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주제 : 세계 
어휘 : 지구, 각 대륙별 나라 이름 
문법 : -ㄴ/는다, -았/었다 
-(으) ㄴ/는/(으)ㄹ 것 같다 

 

5 9/21 격식체 반말을 이용하여 묻고 
답할 수 있다.  
문화 행사 경험에 대한 일기를 
읽고 쓸 수 있다. 

추측에 대한 듣기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추측해서 
말하기 
세계 문화 축제에 대한 감상문 쓰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말하기 

어린이날 

6 9/28 3과 파티가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림을 보고 내용을 추측하여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어휘 : 약속 
문법 : 1과 2과  복습 

 

7 10/5 -덴버 역사 문화 
체험장/한글날(10/9) 

  

8 10/12 미래 사회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다. 

복습 배달문화 

9 10/19 4과 지각할까 봐 걱정했어. 
어휘,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주제 : 학교 생활 
어휘 : 학교 생활 
문법 : -(으)ㄹ까 봐, -느라고 

시험 날 금기 음식 
'미역국' 

10 10/26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조언하는 글을 읽고 조언을 
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말 계획 듣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 듣기 
조언하는 글 읽기, 조언을 구하는 글 
쓰기 

 

11 11/2 5과 토요일에 불꽃 축제가 있대. 
어휘,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주제 : 생활 정보 
어휘 : 축제 
문법 : -(이)래요, -ㄴ/는대요 

전통시장 

12 11/9 생활 정보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된 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생활 정보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달하는 글을 읽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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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16 6과 할머니가 매일 도서관에 

가신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어휘 : 학습 
문법 : 4과 5과 복습 

한자어 

14 12/7 -덴버 학예 발표회 
학기말 시험 

한 학기 복습 및 학기말 시험  

15 12/14 종업식 및 발표회 
-교사 사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