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별 학습계획안  
 

주차 학습주제 한글 과정 학습내용 및 활동 

수업 01 
나/추석 

(실력 개별 평가) 

자기 소개글 쓰기 

자신을 묘사하는 어휘들 

추석과 민속놀이 

가벼운 연극놀이 아이스브레이킹과 추석 맞이 민속놀이 

나를 소개하는 연극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물 묘사 어휘 알아보기 

나를 소개하는 글/포스터/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수업 02 레시피북 만들기 

요리 재료 및 도구의 명칭 알기 

조리법과 관련한 형용사, 부사, 

동사 정확히 알기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연극게임을 통하여 알아본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알아본다. 

나만의 요리를 상상해 레시피를 만든다. (뜨거운 욕조 게임을 통한 맛 상상하기) 

수업 03 개천절과 설화 

개천절 노래 

설화와 뿌리 

나만의 설화 쓰기 

개천절의 의미와 개천절 노래를 배우고 노래에 담긴 뜻을 알아본다. 

단군신화 및 다양한 개국 설화를 알아보고 비교해본다. 

다양한 신화를 참고하여 내가 주인공인 나만의 설화를 써본다.  

수업 04 
 

한글과 

말놀이(한글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말놀이의 예 

신조어와 언어의 효율성 

시대별 어휘의 차이 

동음이의어, 다의어 및 말놀이 알아보기 

신조어 및 말장난을 통하여 알아보는 언어의 효율성과 그의 반영 

언어유희를 활용한 시 쓰기 / 짧은 장면 만들어 연기하기 

수업 05 
한국 지리와 지역 

별 특징 

한국의 도와 주요 도시 

지역 별 특징 

여행 계획 세우기 

한국 각 지방 및 주요 도시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을 살펴본다. 

도시 별, 지방 별 특징(기후, 역사, 방언, 특산물, 음식, 문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지역과 이동 수단, 관광지, 맛집 등 여행 계획을 세워본다.  

지도, 약도 만들고 설명하기 / 여행 가이드 되기 



수업 06 사물과 사용법 

사물이나 제품의 각 부위별 

명칭 정확히 알기 

사용법에 쓰는 어휘 알기 

“우리는 샌드위치!” 놀이를 하며 사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을 알아본다. 

다양한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보고 사용법에 쓰이는 어휘를 익힌다. 

한 가지 사물/제품을 선택하여 사용설명서를 만들고 홈쇼핑처럼 설명 해본다. 

제품의 장단점을 찾아 가상의 고객으로서 추천 혹은 컴플레인을 해본다. 

수업 07 실제 역사와 사극 

시대 명칭 및 역사 속 인물 알기 

시대 별 어휘의 연속성 및 

차이점 알기 

역사를 다룬 영화/사극/연극 등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실제 사건 및 

인물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작품 속 내용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본다. 

일상의 평범한 일을 드라마틱하게 각색하여 짧은 극으로 만들어본다. 

수업 08 환경과 기술 

기술 및 자원, 환경 관련 어휘 

환경과 관련된 국제 기구 및 

업체를 알아보기 

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나 대체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환경 보호와 자원 대체 등을 위한 신기술을 상상하여 설계하고 발표해본다. 

수업 09 격식 있는 글쓰기 
일상 언어가 아닌 격식을 갖춘 

표현을 배우고 사용하기 

격식 있는 글과 아닌 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격식을 갖추어 써야 하는 글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배운다.  

잘못 쓰여진 글을 제대로 격식을 갖춘 글로 바꾸어 써본다.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춘 글을 써본다. 

수업 10 감정표현 어휘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어휘 알아보기 

감정표현을 위하여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여러 감정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어휘(짜증나, 대박 등)를 세분화 해본다. 

같은 문장/대화를 다른 감정으로 읽거나 연기해본다. 

수업 11 재외동포의 삶 재외동포 문학 읽기 

재외동포 문학 작품을 읽고 나를 투영해본다. (소시오 드라마 기법 활용) 

재외동포 문학 작품의 일부를 골라 단어들을 나의 어휘로 바꾸어 다시 써본다. 

작품을 낭독하고 재외동포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 마음가짐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다. (토론극 기법 활용) 

수업 12 문화 차이와 어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각국의 

어휘 

직역과 의역 

각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말 번역시 대체할 수 있는 어휘들을 찾아본다. 

다양한 기사/이야기/이메일/광고/노래 가사 등을 우리말로 직역 해본다. 

직역한 이야기를 시대/상황/분위기에 맞게 의역하여 매끄럽게 고쳐본다. 



수업 13 한국의 예술가 
예술 분야 별 명칭 알기 

추천 및 광고 문구 알아보기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한국 예술가들을 찾아보고 작품을 감상한다. 

비평가가 되어 각 작품을 분석, 평가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를 골라 전시/연주/공연 등의 광고 문구를 만들어본다. 

수업 14 
광고 제작 1 

(학기말 평가) 

이미지와 음악, 제품에 맞게 

함축적인 광고 문구 만들기 

유명한 광고 포스터 및 영상, 눈길을 사로잡는 카피를 찾아본다. 

광고를 제작할 제품을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카피를 생각해본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면 광고 제작을 위한 컨셉 보드 / 영상 광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한다. 

수업 15 광고 제작 2  
광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컨셉 보드에 따라 창작, 촬영 및 편집 작업을 한다. 

제작한 광고를 스크린으로 감상한다. 

수업 16 
전통놀이와 

스포츠 

(방학 및 설) 

스포츠와 관련된 명칭 알기 

규칙 이해하기/실행하기 

다양한 전통놀이와 전통 스포츠의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전통 놀이와 운동 경기를 해본다. 

(놀이: 사방치기 / 스포츠: 태껸) 

*비고: 1, 2 교시는 프로젝트/주제 교육 중심의 국어 수업으로 진행되고 3 교시는 연관된 연극/활동/문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