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별 학습계획안  
유치반 

담임교사: 김향선 

교과과정  

학령의 특징 학습 목표 수업시간표 

언어에 대한 습득이 빠른 시기이며, 상위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중

요한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알아

가고, 듣고 말하기의 활동에 익숙해지는 

시기이다.  

한국어 사용의 빈도를 늘이면서 다양한 단어와 상황에 맞는 짧

은 구문을 놀이와 활동으로 익히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글을 친

숙하게 익히게 된다.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

성을 인지하고 발달 시킬 수 있다.  

1 교시 09:15-10:00 

휴식  10:00-10:15 

2 교시 10:15-11:00 

휴식  11:00-11:15 

3 교시 11:15-12:00 

 

주차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및 활동 

수업 01 가족과 친구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와 

존중,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감정단어 배우기/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기 

가족 나무 만들기 

한글로 내 이름 만들기 /  나의 생일 말하기 

자기 소개하기 

수업 02 건강과 운동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바른 자세 

아픈 이유 말하기  

운동 도구 찾기 게임/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운동 경기 수수께끼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만들기  



수업 03 우리 동네 

유아가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요 ‘동네 한 바퀴’ 

우리 집의 위치 말하기 

‘어디까지 왔나’ 게임 

물건 진열하기 게임/ 물건 사고 팔기 놀이/ 안 쓰는 물건 사고팔기 

여러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수수께끼/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수업 04 

 
학교 생활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 관계,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다. 

학교 예절 배우기/ 교실 표현 배우기 

그림책 만들기/ 학교 가방 준비하기 

친구 이름 기억하기 게임/ 친구 이름 글자 찾기 게임 

친구 얼굴 만들기 

숨은’한글’글자 찾기 

자음 선 긋기/ 자음과 모음 색칠하기 

수업 05 생활 물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물건과 도구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교실의 여러 가지 물건/ 집 안의 여러 가지 물건 

교실 물건의 자리 찾기 / 집 안 물건의 자리 찾기 

글자 연결하기/ 물건에 이름 카드 붙이기 

냉장고 채우기 

쓰임이 같은 물건 찾기/ 같은 장소에 있는 물건 찾기 

물건 수수께끼/ 단어 카드로 문장 만들기 

 

수업 06 한국 문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친숙함, 

그리고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한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물건 글자 연결하기 

한국 문화 미로 찾기/ 동요 ‘대문놀이’ 

탈 그리기 

한국 놀이 수수께끼/ 한국 놀이 단어책 만들기 

여러가기 한국 악기 

수업 07 악기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악기의 이름과 소리 및 

악기 이름 배우기/ 악기 이름 찾기/ 악기 소리 내기 

색종이로 악기 글자 꾸미기/ 악기 이름으로 십자 퍼즐 풀기 

동요 ‘리듬 악기 노래’/ 악기 빙고 게임 



특징을 자연스럽게 

익힐수 있다.  

나도 연주자/ 악기 소리 듣고 맞히기/ 그림 보면서 이야기 만들기 

악기 분류하기/ 악기 단어책 만들기/ 숨은 글 자 찾기 

수업 08 동물  

다양한 동물에 대해 

알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동물/ 동물 이름 기억하기 

동요 ‘ 동물원에 가면’/아기 동물의 엄마 찾기 

색종이로 동물 만들기 

동요 ‘ 여우야 여우야’/ 동물 수수께끼 

동물 띠 말하기 / 조각으로 동물 만들기 

수업 09 곤충 

다양한 곤충에 대해 

알고 곤충의 특징을 

흉내 내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곤충/ 내가 좋아 하는 곤충 

곤충 기억하기 게임/ 곤충 단어책 만들기 

곤충이 사는 곳/ 곤충 반쪽 그리기 

재활용품으로 곤충 만들기 

곤충 흉내 내기/ 곤충 수수께끼 

수업 10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접하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친숙함으로 

한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수 

있다.  

여러 가지 한국 음식 

한국 음식으로 밥상 차리기 

한국 음식 퍼즐 맞추기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수수께끼 함께 만들어보기 

 

수업 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순차적으로 

놀이와 만들기 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운다.  

동굴 그림 그리기/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고구려 수렵도 퍼즐 맞추기 

거북선 만들기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수업 12 명절 

한국의 명절과 놀이 

문화를 익히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할수 있다. 

떡국 만들기/ 윷놀이/ 세배하기 

고깔 만들기/ 연 만들기 

동요 ‘ 강강술래’/ 제기차기 놀이/ 팽이놀이 

명절 단어책 만들기 

수업 13 계절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의 사계절 시간표 만들기 

동요 ‘ 올챙이와 개구리’ 

계절 풍경 꾸미기 

텔레파시 게임/ 계절 수수께끼 

날씨에 맞는 옷 입기/ 날씨에 맞는 옷 입기 

수업 14 옛날 이야기 

전래 동화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과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가질 

수 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 듣기 

부채 만들기 

‘개와 고양이’ 이야기 듣기 

이야기 그림 카드 순서 배열 

수업 15 나의 하루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지켜야할 생활 습관 

공공장소 예절 

교통안전 게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좋은 습관 칭찬하기 

나의 하루 그림책 만들기 

수업 16 학예회 세계 속의 한국 

무궁화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