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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1 학기 유치반 학습지도안

2020/21 교육주제 수업 내용

1 학기

10 월

1 주
(3 일)

우리 명절 추석

1. 추석과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 관련된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눠요. (송편, 한복, 윷놀이, 보름달 등)

2. 명절에 만나고 싶은 친척과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상상해봐요. (파워포인트 활용한 활동)

2 주
(10 일)

가을 나들이

1. 등산 갈 때 필요한 물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배낭, 돗자리, 등산화, 수건, 물통, 모자, 간식, 

비상약 등) 

2.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길 잃은 캐릭터 친구들을 도와줘요. (파워포인트 

활용)

3. 길가에 떨어진 밤 개수를 세고 무게를 맞춰봐요. 

(사진 자료 활용)

3 주
(17 일)

우리 동네의 모습

1.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을 떠올려보아요. (학교, 

약국, 마트, 도서관,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2. 장바구니를 들고 심부름을 가요. 어떤 상점에 

가야 할까요? (꽃가게, 과일 가게, 빵집, 생선 가게, 

세탁소, 옷가게 등) 

3. 우리 동네 건물 기억력 게임 (파워포인트 활용)

4.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의 직업에 따라 알맞은 옷을 

입혀줘요. (소방관, 요리사, 경찰관, 간호사, 목수, 

야구선수, 화가 등)

4 주
(24 일)

환경과 생활

1. 불, 물, 바람, 흙과 같은 자연의 네 가지 원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요. 각 원소는 어디에 

쓰일까요?

2. 어떤 색깔이 각 원소에 어울리나요? 색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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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원소의 모양을 흉내 내봐요. (색깔과 모양 

단어 학습)

3. 깨끗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캐릭터 친구들을 

찾아봐요. (파워포인트 활용)

4.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고 어떤 원소가 떠오르는지 

생각해봐요. 

5 주
(31 일)

세계의 할로윈 축제와 

우리나라의 전통 탈

1. 할로윈의 풍습과 세계 각 나라에서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요. 

2.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통 탈을 직접 만들어 써보고 

그 의미와 이름을 공부해요. (전통 탈 도안 활용)

3.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 중 하나인 탈춤 영상을 

시청하고 좋았던 점에 관해 이야기해요. 

11 월

1 주
(7 일)

다양한 생활 도구

1. 신문이나 잡지에서 생활 도구를 찾고 이름을 

배워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요? (가위, 거울, 

연필, 손수건, 망치, 빗자루, 시계 등) 

2. 나의 두 팔을 저울 삼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무게를 비교해요.

3.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에 대해 배우고 비교해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4. 소리를 듣고 어떤 도구의 소리인지 맞춰봐요. 

(파워포인트 활용)

2 주
(14 일)

날씨의 변화

1.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날씨에 관해 이야기 

나눠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2. 해, 구름, 눈, 비, 안개, 무지개, 천둥과 번개 등 

날씨에 관련된 단어를 배워요.

3.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한가요? 

다양한 날씨에 필요한 물건을 생각해보고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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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나눠줘요. (파워포인트 활용)

3 주
(21 일)

대한민국의 위인들

1.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기억에 남는 점에 관해 이야기해요.

2.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진 자료로 공부해요.

3.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봐요. 

(종이 도안 활용) 

4 주
(28 일)

집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1. 종이로 만든 여권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떠나요. 

도착한 나라의 국기를 여권에 그려봐요.

2. 세계 여러 나라의 멋진 건축물을 알아봐요. 

한국의 유명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라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각 나라에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봐요.

4. 세계의 다양한 인사말을 배워봐요.

12 월

1 주
(5 일)

겨울의 풍경

1. 온도계를 읽는 연습을 해요.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알아봐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따뜻할까요?

2. 어떤 동물이 겨울잠을 자나요? 왜 겨울잠을 자야 

하는지 알아봐요. (곰, 다람쥐, 고슴도치, 개구리, 

뱀, 쥐, 도롱뇽 등)

3. 눈사람 도안을 오려 직접 꾸미고 색칠해봐요.

4. 겨울에 하는 스포츠에 대해 알아봐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알맞은 사진을 

맞춰봐요. (파워포인트 활용)  

2 주
(12 일)

다양한 취미 활동

1. 취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와 우리 

가족의 취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요. (독서, 악기 연주, 요리,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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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1 학기� 온라인� 수업� 실시에� 따른� 학습� 상황에� 맞춰�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내가 배우고 싶은 취미나 특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3. 캐릭터 친구들의 취미는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꾸며봐요. (파워포인트 활용)

3 주
(19 일)

사랑 가득한 겨울

1.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2. 친구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산다고 상상해봐요. 

현재 가진 돈으로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나요? 

(파워포인트 활용)

3. 겨울방학 생활계획표를 만들고 시간을 읽는 법을 

배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