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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1 학기 초등 3 반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재미가 톡톡톡

⚫ 개천절의 의미와 유래.
⚫ 2 학년 과정 복습.
⚫ 느낌을 살려 사물 표현하기.
사물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놀이를 하면서 어떠한
감각을 살려 표현해야 할지 알아봐요.

10 월

1주
(2 일)

2주
(9 일)

⚫ 한글날의 의미와 유래.
⚫ 시와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감각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시나 이야기를
읽어봐요.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시와 이야기에 나타난 장면을 떠올리며 내
느끼며 작품을 읽을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봐요.
수 있다.
⚫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
이야기를 읽고 친구들과 나누며 문화적 소통을
해요.
느낌을 살려 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하기.

문단의 짜임

⚫ 우리나라의 상징들.
국기, 국가, 국화, 한복, 음식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봐요.
⚫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 나누기.
나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요.
⚫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
문단이란 무엇일까요?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을 나누고,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요.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요즘 나의 생활 돌아보기
⚫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써
봅시다.
문단이 무엇인지 알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요.
⚫ 문단 만들기 놀이하기.

1 학기
3주
(16 일)

4주
(23 일)

5주
(30 일)

알맞은 높임 표현

⚫ 맞춤법을 배워요.
단어와 문장쓰기를 통해 맞춤법과 바르게
글쓰기를 연습한다.
⚫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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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단어와 문장쓰기를
통해 맞춤법과 바른 글쓰기를 연습한다.
⚫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알기.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을 골라보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요.
11 월

1주
(6 일)

2주
(13 일)

3주
(20 일)

높임 표현을 사용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할 수 있다.

⚫
가사가
바꾸어
⚫

동요를 불러봐요.
아름다운 동요를 배우고, 노래의 가사를
불러봐요.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웃어른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을
알아보고 높임 표현을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하기.
일상의 다양한 대화 장면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요.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 우리나라 속담 익히기.
우리나라 속담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 편지는 왜 쓸까요?
마음을 전한 경험을 나눠요.
⚫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봐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내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에 대해 알아봐요.
⚫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 익히기
편지에 나타난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 맞춤법을 배워요.
단어와 문장쓰기를 통해 맞춤법과 바르게
글쓰기를 연습한다.
4주
⚫ 메모했던 경험 나누기.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27 일)
메모가 무엇인지 알고 메모했던 경험을 나눠봐요.
⚫ 내용을 간추리며 듣기.
다양한 메모의 구조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메모하는 방법을 배워요.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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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 일)

2주
(11 일)

3주
(18 일)

⚫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중요한 내용을 찾아
간추려요.
설명하는 말을 듣거나
⚫ 내용을 간추려 써 봅시다.
글을 읽고 대강의
읽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내용을 간추릴 수
까요?
있다.
⚫ 책 소개하기.
내용 간추리기를 연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용을 메모해봐요.
1 학기 시험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 학기 시험 및
시험 문제 풀이.
⚫ 동영상 자료 시청 후 감상문 쓰기.
⚫ 가로세로 낱말 퍼즐 만들기.
⚫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와 카드쓰기.

❖ 위의 학습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