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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1학기 (         유치반                ) 학습지도안

2022/23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0월

1주

(1일)

한국의 인사예절
& 개천절

1.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한국의

인사예절을 배워봐요.

2. 색 지에 한국어 이름 쓰기를 배워보고, 우리 

가족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꾸며봐요.(미술활동)

3. 한국의 동요를 배워봐요”곰 세 마리”(음악 활동)

4. 자음&모음 읽기 표를 함께 따라 읽어요.

(말하기, 읽기 연습)

5. 오늘 배운 단어를 통해 모자 만들기를 해봐요.

(미술활동)

6.개천절 영상을 보며 개천절에 대해 배워봐요.

2주

(8일)
한글날과 세종대왕

1. 매 시간 한국의 인사로 아침을 맞이해봐요.

(한국의 인사예절 배우기)

2. 자음 &모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해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연습)

 자음을 따라 써보고, 매 시간 이름을 써봐요.

(쓰기 연습)

 단어 카드를 통해 단어를 배워봐요.

4. 한글 날을 기념해 한글날에 대한 영상을 보고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 배워보고, 만들기를 

통해 훈민정음 책자를 만들어봐요.

(미술활동)

3주

(15일)
우리 동네에 있어요

1.매 시간 인사 예절을 배워봐요.

2. 자음&모음 읽기 표와 단어 카드를 함께 읽어요.

(말하기,읽기,듣기 연습)

3.자음 ‘ㄱ’, ‘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써보고 

배워요.

4.자음&모음 쓰는 법을 통해 배워봐요.

-자모음 조합 배우기 

5.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 기관의 명칭에 대해 

배워보고 ,작은 단어 책을 만들어 봐요.

(병원,약국,학교,은행,놀이터,공원,시장 ,주유소 )

4주

(22일)

‘반가워 가을’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읽기 및 자음 ‘ㄷ’, ‘ㄹ’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봐요.

 (말하기, 읽기 연습)

자모음 조합 쓰기
3.배운 자음 ‘ㄷ,ㄹ’ 을 함께 써봐요.



바 르 셀 로 나   한 글 학 교

COLEGIO COREANO DE BARCELONA

4.한국의 전래 동화를 함께 읽어요.

(은혜 값은 두꺼비)

5.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배워보고, 

그림을 색칠해 단어카드에 맞춰봐요.

(미술 활동)

5주

(29일)
병원에 가면?

1 매 시간 한국의 인사를 통해 아침을 맞이해요.

2.자음&모음 단어 카드를 함께 읽어봐요.

3.자음 ‘ㅁ’, ‘ㅂ’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우고

단어그림과 글자를 맞춰봐요.

( 단어 맞추기게임)

4.병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봐요.

(의사 ,간호사,환자,약,주사 등) 

 병원
5.병원 색칠 놀이를 해봐요.

(미술 활동)

11월

1주

(5일)
신체 기관 

1 매 시간 한국의 인사를 통해 아침을 맞이해요.

2.자음&모음 단어 카드를 함께 읽어봐요.

3.자음 ‘ㅅ’, ‘ㅇ’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우고

단어그림과 글자를 맞춰봐요.

( 단어 맞추기 게임)

4.머리, 어깨,무릎 ,발 동요를 통해 신체 기관에 

대해 배워봐요.

(음악 활동 )

5.전래 동화를 함께 보고 읽어요.(콩쥐 팥쥐)

2주

(12일)
교통 안전 배우기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읽기 및 자음 ‘ㅈ’, ‘ㅊ’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봐요.

 (말하기, 읽기 연습)

3. 교통 안전 법에 대해 배워봐요.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등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4. 교통 안전에 관한 영상을 보며 배운 단어들을 

연습해 봐요.

5. 한국어 이름 쓰기를 해요.

3주

(19일)

 동물원에 가면?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읽기 및 자음 ‘ㅋ’, ‘ㅌ’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 봐요.

 (말하기, 읽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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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끼리, 토끼 등 동물의 이름을 배워봐요.

4.동물들의 이름을 쓰고 그림을 함께 색칠해봐요.

(미술 활동)

5.산토끼 동요를 함께 불러요
(음악 활동) 

4주

(26일)
분리 수거를 해요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읽기 및 자음 ‘ㅍ’, ‘ㅎ’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 봐요.

 (말하기, 읽기 연습)

3. 분리 수거 하는 법을 배우고 , 단어들을 색칠  

공부를 통해 배워봐요.- 책자 만들기 (미술 활동 )

12월

1주

(3일) “쌍기역을 만나요”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조합을 배우며 소리 내어 읽고 글로 

따라 써봐요(말하기, 읽기 연습)

3. 이중 자음을 배워보고, 함께 소리 내어 

읽어봐요,

4.쌍 기역을 활용해 모음과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봐요.

(까,끼,꼬 등)

5.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어를 가지고 작은 책을 

만들어봐요.

(무궁화,태극기,기와집,한복,전통 탈,복 주머니 등)

2주

(10일)
겨울이 오면?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자음 &모음 조합을 배우고, 소리 내어 읽고 글로 

써봐요(말하기, 읽기 연습)

3. 쌍 자음노래를 같이 부르며 쌍 자음에 대해 

공부해봐요 (음악 활동)

4.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배워보고, 

그림으로 그려봐요.(미술 활동)

5. 동요 ‘겨울 바람’ 을 함께 불러요.(음악 활동)

3주

(17일)

크리스마스 1. 매 시간 인사 예절에 대해 배워요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2. 한 학기 동안 배운 자음 &모음 조합을 소리 내어 

읽고 글로 써봐요(말하기, 읽기 연습)

3.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함께 카드를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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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크리스마스 노래를 한국어로 배워봐요
(음악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