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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4월

23

‘가다, 오다, 다니다’
동사의 목적을 말할 수
있다.
-지도를 보고 위치를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다
-‘습니다/ㅂ니다’,
‘아/어요’의 차이와
사용법을 익힌 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학생책: p. 130-131: 지도를 보고 묻고 질문하기

워크북 p. 151-153
-현재형 ‘습니다/ㅂ니다’ 동사 변형

숙제: 우리 집 위치는…

5월

7

-‘습니다/ㅂ니다’,
‘아/어요’의 차이와
사용법을 익힌 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학생책: p. 132-135
문장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고 말할 수 있다.
-‘습니다/ㅂ니다’를 사용해 글을 완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워크북: p. 154-156

14
-다소 긴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학생책: p. 136-139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불러 보기
-친구의 생일에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잘 들은 후
문제를 풀 수 있다.
-위치 명사 복습하기

워크북: p. 157-152
-연습문제 대화문 빈칸을 채우고 받아 쓰기

21

-서울 투어 영상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적고 발표하기

-길에서 길을 묻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운다.

-서울 투어 영상 시청하기

학생책: p. 140-142
-‘(교통수단)으로/로+가다’ 문장을 통해 어떻게
목적지에 가는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질문 ‘얼마나 걸려요?’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답할
수 있다.

워크북: p. 162-164
-‘으로/로’ 연습 문제 풀기

숙제: 바르셀로나 투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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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기
-명령형 ‘으세요/세요’
학습 후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명령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학생책: 143 도입문 읽고 명령형 어미
‘으세요/세요’를 통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워크북: p. 165-166
-연습 문제 풀고 내재화 시키기

학생책: 143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한 후 이긴 사람이
명령한 문장을 듣고 수행할 수 있다.

워크북: p. 167-168
-지하철 노선을 보고 길을 묻고 알려줄 수 있다.

6월

4

-부정 명령형을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 마세요’, ‘-지
마십시오’

-조금 더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을 보고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지난 시간 수업 내용 강화)

학생책: p. 144
-장소마다 금기시 되는 행동에 대해 표현하기
예)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교실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으세요/세요’와
‘-지 마세요’를 사용해 만들어 보기

워크북: p. 169-171

11 3학기 시험

-시험

학생책: p. 145
‘-고 싶다’,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해 타인과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숙제: 워크북: p. 172-174
‘-고 싶다’ 연습 문제 풀기

18

‘으러/러 가다, 오다,
다니다’, “어떻게 (
)에 가요?”, “얼마나
걸려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등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갈아타다,
타다, 내리다’ 동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고
원하는 목적지를 묻고
대답하기

학생책: p. 146-149
‘으러/러 가다, 오다, 다니다’, “어떻게 (     )에
가요?”, “얼마나 걸려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등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갈아타다, 타다,
내리다’ 동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고 여행
목적지를 정할 수 있다.

워크북: p. 175-179 연습 문제 풀기

숙제: 여름 방학에 하고 싶은 것 쓰기(버킷리스트
작성)
-방학 숙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