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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학기 ( 유치반 ) 학습지도안 

 

2023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2 학기 

1 월   

1 주 

(7 일) 

방학 동안 무엇을 

했나요? 

 

1.방학 동안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요. 

2.1학기동안 배웠던 자음,모음을 함께 읽고,쓰며 

복습해봐요. 

3.그 동안 배웠던 인사를 다시 한번 노래를 통해  

불러봐요. 

4.이름쓰기 연습을 해봐요. 

5.ㅏ,ㅑ,ㅓ,ㅕ 노래를 통해 단어를 배워봐요. 

(아기,나비,가위, 바지) 

(야옹,양말,양치,약국) 

(거울,거미,선물,얼음) 

(여우,여름,겨울,연필) 

 

2 주 

(14 일) 
모음 ㅏ,ㅑ ㅓ,ㅕ 

1. 한국의 인사예절을 배우고 아침 인사를  통해 

시작해봐요. 

2.지난 시간 배웠던 모음 ㅏ,ㅑ,ㅓ,ㅕ 단어 카드를 

복습하고 노래를 배워봐요. 

(아기,나비,가위, 바지) 

(야옹,양말,양치,약국) 

(거울,거미,선물,얼음) 

(여우,여름,겨울,연필) 

3.산토끼 동요 불러봐요(음악 활동) 

4.배운 단어카드를 통해 쓰기 연습을 해요. 

5.새해 인사를 하고 새해에 관련된 만들기를 

해봐요. 

(미술 활동 ) 

3 주 

(21 일) 

설날에는 무엇을 

할까요? 

1.인사를 통해 아침을 맞이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해봐요. 

2.그 동안 배웠던 모음 단어들을 복습하고, 

ㅗ,ㅛ,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해봐요. 

3.설날에 관한 영상을 보고, 설날에 세배 예절에 

대해 배워봐요. 

4.설날을 맞이해 만들기를 해봐요. 

(미술 활동) 



바 르 셀 로 나   한 글 학 교 

COLEGIO COREANO DE BARCELONA 

 

4 주 

(28 일) 
모음 ㅏ,ㅑ,ㅓ,ㅕ 심화. 

1.매 시간 인사를 배워보고, 안녕하세요,안녕, 

잘가,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등 한국의 

인사를 익혀봐요. 

2.ㅇㅏㅇㅑㅇㅓㅇㅕ  등 모음의 심화 학습을 통해 

더 다양한 단어들을 노래로 배워봐요. 

(아파트,야채,어부,여우,오렌지,요리,우체통,유모

차,으르렁,이빨 ) 

3.한국의 동요를 배워봐요.(음악 활동) 

2 월   

1 주 

(4 일) 
사랑합니다. 

1.인사를 배우고, 그 동안 배웠던 모음을  

복습해봐요. 

2.배운 모음들의 단어를 다시 복습해요 

(아파트,야채,어부,여우,오렌지,요리,우체통,유모

차,으르렁,이빨 ) 

3.모음 단어카드를 통해 게임을 해봐요. 

4.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존경합니다 를 배우고 

말하기를 통해 익혀봐요. 

5.사랑의 나무를 만들어봐요.(미술 활동) 

2 주 

(11 일) 
마음을 말로 표현해봐요. 

1.인사를 배우고, 그 동안 배웠던 모음을  

복습해봐요. 

2.배운 모음들의 단어를 다시 복습해요 

(아파트,야채,어부,여우,오렌지,요리,우체통,유모

차,으르렁,이빨 ) 

3.배웠던 모음을 함께 써보고 단어들을 배워봐요. 

기뻐요, 슬퍼요,웃겨요,화나요 등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봐요. (미술 활동) 

4.동요를 불러봐요.(음악 활동) 

3 주 

(18 일)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1.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요. 

2.모음 단어 카드들을 복습을 하고 함께 써봐요. 

3.ㅠ,ㅡ,ㅣ 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배우고, 

 단어 카드를 통해 맞추기 게임을 해봐요. 

4.모음&자음관련 된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음악 활동) 

5.모음 ㅏ 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카드를 

만들어 봐요.(미술활동) 

 

4 주 

(25 일) 
삼일절(역사) 

1.매 시간 아침인사를 통해 아침을 맞이해요. 

2.자음 &모음을 복습해요. 

3. 쌍 자음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음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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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삼일절을 기념해 영상을 보고 역사에 대해 

배워봐요. 

5.태극기 만들기 (미술 활동) 

 

3 월   

1 주 

(4 일) 

동물들의 이름을 

배워봐요.  

1. 매 시간 인사를 통해 수업을 시작해요. 

2.동물들의 이름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음악활동) 

3.배웠던 쌍 자음 단어를 같이 읽어보고 글로 

써봐요. 

4.만들기를 통해  동물원을 만들어봐요. 

(미술활동) 

5.그 동안 배웠던 동요들을 다같이 불러봐요. 

 

 

2 주 

(11 일) 
열린 수업 

그 동안 배웠던 인사를 함께 한 뒤 ,  

모음 &자음 카드를 읽고,   

그 카드를  이용 해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3 주 

(18 일) 
자음& 모음의 조합 

1. 매 시간 인사를 통해 수업을 시작해요. 

2. EBS 한글이 야호 영상을 통해 단어들을 

배워봐요. 

(나,너,오누이,나이,누나,누구,누가, 가나요?) 

3.배운 단어들을 함께 써봐요. 

4.한국의 동요를 배워봐요. 

(음악활동) 

4 주 

(25 일) 
자음& 모음의 조합 

1. 매 시간 인사를 통해 수업을 시작해요. 

2. EBS 한글이 야호 영상을 통해 단어들을 

배워봐요. 

(기나요?,노나요?,누구야,아기,아기여우,우나요?

오나요?,야구) 

3.배운 단어들의 쓰기 연습을 해요. 

4.한국의 동요를 배우고 율동을 배워요. 

(음악활동)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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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1 일) 
 

1. 매 시간 인사를 통해 수업을 시작해요. 

2. EBS 한글이 야호 영상을 통해 단어들을 

배워봐요. 

(구두,기도,나도,너도,두유,가오리,너구리,다리,라

디오,오리 등 ) 

3.배운 단어들의 쓰기 연습을 해봐요. 

4.한국의 동요를 배우고 율동을 배워요. 

(음악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