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학년 한국어수업 
한국어 왜 배우죠? 

본 수업을 통해 영어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한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1단계(초등1,2학년대상) 

•가방들어주는 아이  

위 교재에 담긴 다양한 종류의 글을 소리내어 읽기 

글의 줄거리와 내 생각 말하기 

사실과 생각 한문장으로 쓰기 

어디서 ?  

토요학교 @ 레인하우스 

누구와? 

희상,주혁,나리  그리고 박진 선생님  

궁금할때는 ? 

박 진 선생님 

512-704-5261  

Jini6857@gmail.com  

( 전화통화는 주중 2시~ 5시에 부탁드립니다. 

 카톡 이나 이메일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mailto:Jini68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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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을 수업 계획안  

 

 국어 숙제 

9월 1일  자기소개 

가방들어주는 아이 

머릿말 

개구리의 한살이 

약속정하기 
 

수업 약속 

말씀 카드 쓰기 

가방들어주는 아이( 책대여에 관한약속) 

제목과 표지그림 보고 내용 추측하기 

머리말 읽고,새 단어 뜻 알아보기(새단어 연필로 동그라미/ 

친구들과 함께 찾은 단어 함께 찾아 표기) 

뿌리깊은 독해력 1회 개구리의 한살이 

우무질 느낌 (워터빈)미끌한 느낌 경험하기 

뿌리2 명절의 종류 p14~17 

9월 8일 가방들어주는 아이 
 

생일 초대장 (뿌리3) 
 

말씀 카드 쓰기 

가방/뿌리 단어 게임( 포스트잇 단어 지난주에 배운것,개구리의 

한살이,명절의 종류 모두 12개 각 4개씩 뽑아 만들기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쓰기/ 말하기) 

창작 동화 가방들어주는 아이   

새로운 단어 뜻 알기 

주인공 석우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 찾아 줄긋기( 연필) 
 

뿌리 3 생일 초대장 

소리내어 읽고. 이해하기 

생일초대장 만들기 (카드용지 마커 ) 
 

받아쓰기  
 
 

뿌리4 아기의 대답  (동시) P22~25 
 
 

9월 15일 가방을 두개 멘 아이 
 

토끼와 호랑이 (뿌리5) 
 

암송 말씀 쓰기기 
 

가방을 두개 멘 아이 
 

뿌리5 토끼와 호랑이 

스토리 카드 읽고, 동작으로 표현하기 
 

뿌리 1~5회 어휘 스피드 퀴즈 

뿌리6병원의 종류 32~35 

9월 22일  영택이 잘못이 아닌데 
 

이가 아파요 (뿌리7) 
 
 

영택이 잘못이 아닌데 
 

뿌리7 이가 아파요 
 
 

뿌리8 층간 소음  
40~43 
 

9월 29일   

딱지 따먹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딱지 따먹기 

딱지만들기/노래듣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숙제없음 
 

10월 13일  Scien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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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뿌리 6~10 회  

남극과 북극 (뿌리 11) 

뿌리 6~10 회 15개 어휘 스피드 퀴즈  

남극과 북극 읽고  차이점 표 만들기 

남극과 북극  영상보기 
 

뿌리12 자연 보호 
58~61 

10월 27일  쓸쓸한 생일 잔치 

코끼리 열차 

쓸쓸한 생일 잔치  

코끼리 열차  안내문 만들기  

열차탈때 주의 / 재미있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방법 안내) 

솜사탕 동요 듣고 따라 부르기 

뿌리 14 솜사탕 (동요) 
66~69 

11월 3ㅇ;  달라진 영택이 

자기 소개 
 

달라진 영택이  

영택이와 석우의 마음 풍선에 마음 단어 써어 넣기 
 

자기소개  
 

뿌리 15회 곰과 두친구 

자기소개 글 써오기  

사진 첨부 

4개 문단으로  

11월 10일 모범 상장 
 

자기소개 발표하기 
 

나는 누구일까요요? 

모범 상장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뿌리 17 나는 누구 일까요? 
 

자기소개 발표하기 

뿌리 18반려견주의 

11월 17일 석우와 영택이에게 

하고 싶은 말 
 
  

그만 뒀다 

석우와 영택이에게  하고 싶은 말  쓰고, 비디오 리코딩 

그만 뒀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 때문이다) 

뿌리 20 등불의 든 사람 

12월 1일  Art day 

12월 8일 Mission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