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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2 반:  선생님:  소호영
2019 가을학기 수업 목표

●             기본 어휘 및 각 과의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익히며 문법 및 표현을 배운다.

●   주제별 읽기/  듣기를 연습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

●   재미있는 낱말 풀이/     역사 이야기로 한국 문화를 읽힌다.

주 날짜 학습목표 수업내용 문화배우기

1 8/24 등록 및 수준 평가
개학식

한국어 능력 평가

2 8/31
내가 사는 도시의 특징을 
소개 할 수 있다

서울 자매도시에 대해 듣기

100년 전 서울에 대한 글 읽기

3 9/7
도시를 소개하는 글을 읽고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관심 있는 다른 도시에 대해 말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소개하기
남산

4
9/14

추석

문화재나 전설에 대해 소개 
할 수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듣기

광화문에 대한 글 읽기

5 9/21
거리나 특별한 장소를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이 사는 곳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 
소개하고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글쓰기

서울의 
외국인 마을

6 9/28
이사 경험과 이웃에 대해 
소개할 수있다

집들이에 대해 듣기

바자회 포스터에 대해 읽기

7 10/5
덴버   역사   문화   체험장  /  
한글날  (10/9)  

볼더 한글 학교에서는 수업이 없습니다.

8 10/12
이웃을 돕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사 풍습에 대해 이야기 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이웃에 대해 쓰기
이웃 사촌

9 10/19 복습 복습

10 10/26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아야기 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 듣기

환경 단체의 행사 안내문 읽기

11 11/2
환경 보호 방법을 글로 쓸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 방법 말하기

환경 보호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쓰기

음식 쓰레기 
처리

12 11/9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

캐릭터 설명에 대해 듣기

꿈에 대한 글 읽기

13 11/16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소개할 수 있다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말하기

만들고 싶은 캐릭터 에 대해 쓰기

한국 만화 
박물관

14 12/7 학기말 시험

15 12/14 종업식 및 발표회 1. -교사 사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