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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3학기 유치반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4월

1주 
(23일)

친구들과 인사를 해요 

1.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해요. 
안녕하세요.저의 이름은 000입니다.   
(말하기 연습) 

2.자음&모음을 복습하고 함께 읽어봐요. 
(단어 카드 읽기 및 그림 맞추기) 

3.봄에 소풍을 갈 때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물건을 말해보고 그
림을 그려봐요 
(미술활동)

2주 
(30일)

봄이 왔어요.

1.지난 학기 배웠던 자음&모음 및  결합  
(파하-쓰기연습) 

2.봄에는 나무와 꽃이 어떤색깔과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보고 그
림을 그리고 말로 표현해봐요. 
(미술활동) 

3.봄 관련 동요 배우기 
(음악활동)

5월

1주 
(7일)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
아.

1.자음&모음 단어 맞추기 놀이 
(놀이를 통한 공부) 

2.어버이 날을 기념하여 어버이 날 관련 영상을 보고 배워봐요. 
(한국의 예절 문화 배우기) 

3.카네이션을 만들어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해요 
(미술활동)

2주 
(14일)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해
요

1.자음&모음 관련 단어카드를 맞추고 읽어봐요. 
(말하기연습) 

2.자음 모음 결합 단어를 써보고 읽어봐요. 
(쓰기연습) 

3한국의 스승의 날을 기념해 친구들과 영상을 통해 배워보고 선
생님께 감사함을 전해요. 
(한국의 예절 문화 배우기) 

4.스승의 날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음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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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3주 
(21일)

우리들의 다양한 감정

1.자음&모음 결합된 단어를 배우고 읽어봐요 
(단어 카드 활용) 

2.기뻐요,슬퍼요,짜증나요,행복해요,화나요 등 감정표현에 대해
서 배워봐요. 
얼굴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봐요. 
(미술활동) 

3.동요 배우기  
(음악활동)

4주 
(28일)

 산에 가면?

1.자음&모음 복습 및 자모음 심화학습 
(단어카드 말하기 복습 및 쓰기) 

2.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나무,꽃,돌,흙,풀,벌,나비 등 그림을  보고 단어들을 배워보고 그
림을 그려봐요. 
(미술활동 및 단어 공부) 

3.동요 배우기 
(음악활동)

6월

1주 
(4일)

병원에 가면?

1.자음 &모음 결합 복습 및 선 긋기 연습. 
(말하기,쓰기 연습) 

2.병원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의사,간호자,환자 등 단어를 배워봐요. 
(직업 명칭 배우기) 

3만들기를 통해 병원 놀이를 해봐요.  
(미술활동) 

4.율동 및 동요 배우기 
(음악활동)

2주 
(11일)

시장에 가면?

1.자음&모음 카드를 찾아 퍼즐을 맞추기 

2.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바구니에 담고 싶은 물건들을 담고 단어를 배워봐요. 
(미술활동) 

3.율동 및 동요 배우기 
(음악 활동)

3주 
(18일)

졸업식
그동안 배웠던 자음 &모음을 복습하고,  
율동 및 동요를 연습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