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별 학습계획안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이지선 

교과과정  

주차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학습내용 및 활동 

수업 01 1단원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글을 읽고 재미있는 부분 

찾기 / 새롭게 알게 된 점 

말하기 

 

독립운동의 뜻과 언제 

했는지 알기 

• 「책 읽는 강아지 몽몽」에서 나오는 그림을 살펴보고 책을 읽어 본 경험을 

나눈다.  

• 「발가락」 시를 읽고 발가락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며 재미있는 내용,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본다.  

• 「돌잡이」를 읽고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말해 본다. 

•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독립운동 

수업 02 1단원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받침의 모양을 살펴 글 

읽기(쌍받침) / 재미있게 

읽은 책 소개하기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도구에 대해 알기 

•  ‘ㄲ'과 ‘ㅆ' 받침이 들어간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고, 낱말의 받침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 본다. 놀이판과 말을 활용하여 낱말 쓰기 놀이를 해본다.  

• 「나는 책이 좋아요」를 읽어보며 여러 가지 모양의 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본 그림책 가운데에서 특히 재미있었거나 특이한 그림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본다. 

• 주제별 교과: 생활 도구 

수업 03 2단원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흉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기 

 

봄에 대해 알아보며 봄 

느끼기 

• 「동물 농장」 노래를 듣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말을 찾아본다. 

• 그림의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양을 흉내 내 보고 자신이 상상한 모양을 

흉내 내는 말로 써 본다. 

• 어떤 흉내 내는 말이 들어가면 더 실감 나는 문장이 될지 생각해 보며 그림과 

어울리는 흉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고 놀이를 통해 흉내 내는 말의 

재미를 느껴본다. 

• 주제별 교과: 봄 



수업 04 

 

2단원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소리나 모양을 떠올리며 

글 읽기 / 여러 가지 

받침이 있는 낱말 

알기(겹받침) 

 

공기와 바람의 소중함 

알기 

• 「달리기」 시에서 흉내 내는 말을 찾아 각각의 흉내 내는 말은 어떤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느낌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본다. 

• 글에서 받침 있는 글자를 찾아 받침이 한 개인 글자와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붙어 있는 글자로 나누어 본다.  

• 겹받침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고 낱말의 받침에 주의하며 낱말을 써 본다. 

(앉다, 얹다, 많다, 괜찮다, 없다, 여덟 등) 

• 주제별 교과: 공기와 바람 

수업 05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 

문장 부호의 쓰임 

알기(따옴표) /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흙의 소중함 알기 

•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쓰임에 맞게 읽어 본다.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 문장의 상황을 생각하며 알맞은 따옴표를 써 본다. 

• 문장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장면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말해 

본다. 놀이를 통해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을 더 자세하게 늘여서 표현해 본다. 

• 주제별 교과: 돌과 흙 

수업 06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 

받침에 주의해 낱말 

쓰기(겹받침) /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우리 생활 속 빛과 소리 

찾기 

• 여러 가지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살펴보고 그림에 맞게 연결해 보며  낱말의 

받침에 주의하여 낱말을  읽고 써 본다. (굵다, 얇다, 옮기다, 끓다 등) 

• 「사자의 지혜」를 읽고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해 본다. 

•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보며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을 

알아본다. 

•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 주제별 교과: 우리 생활 속 ‘빛과 소리' 

수업 07 4단원 

바른 자세로 말해요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여러 가지 직업을 알고 

자신의 꿈을 소개하기 

• 여럿이 함께 들을 때의 예절과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자신의 꿈을 떠올려보며 꿈을 이루기 위해 잘하는 것, 노력해야 할 것, 

앞으로의 다짐 등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꿈을 자신 있게 말해 본다. 

• 주제별 교과: 직업 

• 중간평가 



수업 08 5단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알맞은 목소리와 

빠르기로 글을 소리 내어 

읽기 

 

삼국의 이름과 삼국을 

세운 왕의 이름 알기 

  

• 알맞은 목소리로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고 소리 내어  「교통안전」을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와 알맞은 빠르기로 읽어 본다. 

• 장면과 인물의 마음을 떠올리고, 인물에게 알맞은 목소리를 생각하여 역할을 

나누어 「슬퍼하는 나무」를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 본다. 

•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신라, 고구려, 백제 

수업 09 6단원 

고운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분을 말하기 

 

가족 호칭을 알고 가족 

소개하기 

•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고운 말을 쓰면 좋은 점을 

알아본다. 

•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역할놀이를 통해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분을 말해보며 생활 속에서 고운 말 사용하기, 고운 

말로 인사하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한다. 

• 주제별 교과: 가족 

수업 10 7단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글 

읽기 

 

일정에 대한 정보 말하기 

•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며 「소금을 만드는 맷돌」을 읽어 보고 임금님과 

도둑이 한 일을 정리해 보며 역할을 정해 역할놀이를 해본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신나는 토요일」을 읽어 보고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본다. 

• 주제별 교과: 숫자, 날짜, 요일 

수업 11 7단원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을 읽기 

 

한국 음식의 이름과 

한식에 자주 사용되는 

양념  알기 

• 제목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용에 알맞게 제목을 붙이고, 그런 제목을 붙인 

까닭을 말해 본다. 

•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도서관 예절」을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어 본다. 

•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세계적인 건강음식, 한식  

수업 12 8단원 

띄어 읽어요 

글을 바르게 띄어 읽기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소개하기 

• 글을 바르게 띄어 읽어야 하는 까닭과 띄어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개미」와 

「비사치기」를 바르게 띄어 읽는다. 

• 글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뿌리를 먹는 채소」를  

읽어보며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본다. 

•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세계적인 건강음식, 한식 



수업 13 9단원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과 

현충일에 대해 알기 

•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겪은 일을 떠올려 말해본다.  

•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보고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로 정리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본다. 

• 주제별 교과: 호국보훈의 달 

수업 14 9단원 

겪은 일을 글로 써요 

일기 쓰기 

 

여름에 대해 알고 건강한 

여름 보내기 

• 일기를 쓸 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해 보고 겪은 일을 떠올려 

있었던 일에 생각이나 느낌을 더해 일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정해 본다. 

• 겪은 일을 정리해 보고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기억에 남는 일, 가장 쓰고 싶은 

일을 일기로 써 본다. 

• 주제별 교과: 여름 

수업 15 10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즐기기 

 

 

•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해 본다. 

「숲속 재봉사」를 읽고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몸짓 이어 따라 하기 

놀이를 해본다.  

• 동물들의 말과 행동을 상상하며 「달을 갖고 싶어요」를 보고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해 보며 인물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게 역할놀이를 해본다. 

• 한 학기 배움 정리하기 

수업 16   • 학예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