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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1학기 (          한글기초반           ) 학습지도안 

 

2022/23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 학기 

10 월   

1 주 

(1 일) 

개천절 
개천절 말의 뜻을 알고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그 의미를 안다.  

 

1. 자음을 익힌다.  

-귀로 듣고 소리를 익힌다.  

-순서에 맞게 바른 자세로 글자를 쓴다.  

-발음기관,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방식, 소리의 

세기에 유념하여 발음한다.  

 

2. 신체기관의 명칭을 익힌다. 

-해당 명칭이 적힌 종이를 해당기관에 붙인다. 

-코코코입 노래를 통해 각기관의 어휘를 익힌다. 

 

3. 미술활동 

피카츄 모자 만들기 

2 주 

(8 일) 

한글날과 세종대왕 
세종대왕과 한글창제의 

역사를 알고 한글의 

소중함을 느낀다.  

 

1. 한글날과 세종대왕 

-‘세종대왕과 한글’ 영상을 시청해요. 

-블록을 가지고 한글창제원리(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생각하며 블록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한글의 창제원리(천지인 삼재의 원리)와 혀끝소리, 

입술소리, 이소리, 목구멍 소리의 차이를 이해한다. 

 

2.이중모음(ㅔ ㅐ ㅞ ㅙ ㅘ ㅟ)을 익힌다. 

발음기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식,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 변화를 익힌다. 

-모음 창제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모음을 만든다. 

-귀로 듣고 소리를 익힌다. 

-순서에 맞게 바른 자세로 글자를 쓴다. 

-발음기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식, 소리의 

세기에 유념하여 발음한다. 

 

3. 신체활동 

-조별로 제시된 글자를 몸으로 표현해요. 

-글자의 생김새를 익히고 신체발달을 도모해요. 

  

4. 미술활동 (훈민정음 족자 만들기) 

3 주 

(15 일) 

상황별, 주제별 어휘 

익히기(운동, 

학용품,가구) 

단어에서 문장으로 언어 

확장하기 

1.어휘력 키우기(책상, 공책, 연필, 지우개, 책꽂이 등) 

2.문장패턴 연습하기(써요, 지워요, 공부해요 보내요, 

보관해요, 고쳐요, 도착해요 등) 

3.습득한 어휘를 생각하며 영상보기-산으로 간 깨비 

4 주 

(22 일) 

상황별, 주제별 어휘 

익히기(위치를 나타내는 

말) 

1.어휘력 키우기(오른쪽, 왼쪽, 사이, 위, 아래, 옆, 

주변, 안, 밖 등) 

2.문장패턴 연습하기(있어요, 찾아요, 놓아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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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서 문장으로 언어 

확장하기 

3.습득한 어휘로 동화구연-토끼가 어디로 갔을까 

5 주 

(29 일) 

반대말 익히기 

상황을 보고 반대말을 

유추하여 말하기 

1.반대말 익히기 

-제시된 글자카드 중 반대의 뜻을 가진 글자끼리 

짝짓기. 

-글자의 뜻을 알고 알맞은 주어를 넣어 문장을 

만들기. 

 

2. 다섯 고개 놀이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반대말을 사용하여 조별로 다섯 고개 놀이의 질문을 

만들기. 

 

3. 습득한 어휘로 동화구연-연아 높이 높이 날아라 

 

4. 놀이활동 (풍선 릴레이) 

11 월   

1 주 

(5 일)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1.전통악기와 장단 

-재미있는 말놀이와 단순한 가락, 흥겨운 장단의 

국악을 배우기 

-재미있고 반복되는 가사의 뜻을 알아보기 

-국악장단(굿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 자진모리 

장단)을 배우기 

-장단에 맞춰 전래동요를 부르기 

 

2. 놀이활동(전통 소고 만들기) 

 

3. 어휘력 키우기(봄, 여름, 가을, 겨울, 꽃, 눈, 바다, 

단풍잎 등) 

 

4.문장패턴 연습하기(추워요, 더워요, 펴요, 불어요, 

내려요 등) 

2 주 

(12 일) 

문장구조 익히기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1.문장 빙고 판 

주제에 맞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후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문장의 순서를 생각하며 문장 만들기 놀이 

-색깔 별로 다른 주어, 목적어, 동사 카드를 사용하여  

제시된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기 

 

2. 놀이활동 (미니큐브)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미니큐브로 모양을 

만들어 앞 친구와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 

꾸미기. 

3.어휘력 키우기(친구, 점심, 축구 쉬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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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장패턴 연습하기(가요, 공부해요, 먹어요, 해요, 

놀아요 등) 

3 주 

(19 일) 

숲 자연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생김새와 역할을 

관찰하여 말로 표현하기 

1. 숲, 나무, 바람, 흙, 구름, 돌 

-‘나는 너의 곁에 있어’ 영상 시청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꼈던 것을 말로 표현하기 

 

2. 미술활동 (만다라 만들기) 

-자연물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고, 색의 조화를 

느끼면서 모형을 만들기. 

 

3.어휘력 키우기(머리, 얼굴, 손, 발, 팔, 다리 등) 

 

4.문장패턴 연습하기(빗어요, 씻어요, 닦아요, 들어요, 

구부려요, 펴요 등) 

4 주 

(26 일) 

다양한 도형과 

미술재료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1.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에 가요’ 동화를 시청 

-색종이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고 내가 만든 도형을 

연상시키는 것을 상상하여 무슨 모양인지 이야기하기 

 

2. 신체활동 

-‘동글동글 뾰족뾰족’ 노래에 맞춰 율동 

  

3. 어휘력 키우기(기차, 자동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 

 

4.문장패턴 연습하기(빨라요, 느려요, 타요, 내려요 

등)) 

12 월   

1 주 

(3 일)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기 

1. ‘나 혼자 다 할거야’ 동화를 시청. 

-등장인물의 감정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어진 글자카드를 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등장인물의 감정에 해당하는 형용사 카드 고르기. 

 

2. 어휘력 키우기(모자, 가방, 장갑, 바지, 치마, 양말, 

신발 등) 

 

3.문장패턴 연습하기(신어요, 써요, 입어요, 벗어요 

등) 

2 주 

(10 일) 
성취도 평가 시험 

1. 시험 

 

2. 어휘력 키우기(햇빛, 잠자리, 나비, 바람, 구름, 

하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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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장패턴 연습하기(불어요, 날아가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등) 

3 주 

(17 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1.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2. 어휘력 키우기(아침, 점심, 저녁, 밤,오전, 오후 등) 

 

3.문장패턴 연습하기(일어나요, 자요, 밝아요, 

어두워요, 떠요, 져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