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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GIO COREANO DE BARCELONA

2020-2021 1학기  유치부&한글기초반 학습지도안

2020/21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0월

1주
(2일)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
워!

-자음 ‘ㄱ’,’ㄴ’

1.키즈퐁당 ‘인사송’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선
생님과 즐겁게 인사하며 ,인사예절을 배워봐요.

2.새로 만난 친구들과 자기소개를 해봐요.

3.자음 ‘ㄱ’,’ㄴ’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키즈키키 영상사용)

4.자음 ‘ㄱ’, ’ㄴ’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해보고 
색칠공부 및 ,한글 자로 단어를 그려봐요.

2주
(9일)

-한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배워봐요!

1.자음 ‘ㄱ’,’ㄴ’ 복습 , 인사송 노래부르기.

2.한글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관련된 영상을 보며 한
글날을 기념해봐요

3.세종대왕 색칠공부 및 만들기 통해 한글을 창조
하신 분을 기억하고 훈민정음에 대해 배워봐요.
(세종대왕 색칠도안 사용)

3주
(16
일)

-자음 ‘ㄷ’,’ㄹ’

1.자음 ‘ㄷ’,’ㄹ’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2. 동요 “도토리” 를 부르며 
자음 ‘ㄷ’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배워봐요.
(도토리,다람쥐,단풍)

3.도토리를 든 다람쥐를 색칠하며 단어에 익숙해져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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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주
(23
일)

-자음 ‘ㅁ’,‘ㅂ’

-신체기관 명칭에 대해 
배워봐요

1.자음 ‘ㄷ’,’ㄹ’ 복습 ,노래부르기.

2.자음 ‘ㅁ’,’ㅂ’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3.머리,어깨,무릎,발 등
( 동요를 통해 신체기관에 대해 배워봐요)  

4.얼굴을 그려보며 눈,코,입,귀,등 명칭에 대해 
알아가요 (놀이를 통한 단어 습득)
5.의사 모자를 만들어 친구들과 병원놀이를 해요.

5주
(30
일)

-자음 ‘ㅅ’, ‘ㅇ’

-가족 호칭에 대해 배워
봐요.

1. 자음 ‘ㅁ’,’ㅂ’복습 
자음 ‘ㅅ’, ‘ㅇ’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2. 가족의 호칭에 대해 배우기
할아버지,할머니, 아빠,엄마,형,누나,동생을 낱말
카드를 통해 읽는 법을 배우고 ‘사랑해요’, ‘고마
워요’ , ‘감사해요’ 등을 붙여 말해봐요.

3.사랑이 담긴 하트를 만들어, 오늘 배운 말들로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을 배워보아
요.
(놀이를 통한 대화)

4.오늘 배운 단어에서 자음 ‘ㅇ’을 찾아봐요

11월

1주
(6일)

-자음 ‘ㅈ’, ‘ㅊ’

-자동차 종류에 대해 배
워봐요.

1. 자음 ‘ㅅ’, ‘ㅇ’ 복습 
자음 ‘ㅈ’, ‘ㅊ’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2.자동차 종류에 대해 배워봐요.
(소방차,경찰차,구급차,버스,택시 등)

3.자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만들기를 통한 단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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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3
일)

-자음 ‘ㅋ’, ‘ㅌ’

-동물 친구들에 대해
배워봐요

1. 자음 ‘ㅈ’, ‘ㅊ’복습
자음 ‘ㅋ’, ‘ㅌ’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2.동물의 종류에 대해 배워봐요
 (코끼리,토끼,호랑이,사자,강아지,고양이 등)

3.코끼리 아저씨 동요 불러보기
(음악을 통해 배운 단어 습득)

4.수수깡으로 사자 만들기
(만들기를 통한 단어 습득)

3주
(20
일)

-자음 ‘ㅍ’, ‘ㅎ’
-계절의 명칭

1.!자음 ‘ㅋ’, ‘ㅌ’복습
   자음 ‘ㅍ’, ‘ㅎ’을 노래를 통해 배워봐요. 

2.가을의 파란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에 있는 구
름,새,해를 그려보고 단어를 입으로 반복해서 말
해봐요. 

3.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명칭에 대해 배워보
고, 계절마다 생각이 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림으로 그려봐요.

4. 요즘의 날씨가 어떤지 생각해보며,
 가을에 떠올리는 단어를 그림으로 배워봐요.
(밤,낙엽,벼,허수아비,잠자리)

5. 허수아비 인형 만들기

4주
(27
일)

-자음과 모음의 결합
-모음 

1.가나다 송을 배워봐요.

2.친구들과 모음을 리듬에 맞춰서 말해봐요.

3.아기,야구,어린이,여자친구,오이,요구르트,우
유,유리,의자 등 단어를 읽으며 모음과 친해져요
4.사진에서 ‘ㅇ’을 찾아봐요.

12월

1주
(4일)

-과일,야채 명칭 
-색깔 구분하기

1.가나다송을 복습

2.과일,야채에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 색깔로 구분
해봐요.

3.그림퍼즐을 통해서 과일과 야채와 색깔을 구분해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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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11
일)

 1학기 시험 자음,모음 관련 시험

3주
(18
일)

크리스마스

1.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하며 크리스마스에 무
엇을 할지 얘기해봐요.
2.산타 색칠공부
3.친구들과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인사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