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년 봄학기 수업계획표 

 
반명 시내반 교실번호 B234 

담임명 문녹수 

담임 이메일주소  Klass.back@koreanschool.se 

학습목표 한글 익히기에 흥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활동과 함께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읽기 및 단어 익히기. 

교재명  

수업시간 수업시간: 1교시(10:00-10:40), 2교시(10:50-11:30),3교시(11:40-12:20) 

 
Antal 

skoldagar 

수업 

회차 

Vecka 

주간 

번호 

Datum 

일자 

수업계획 

Studieplanering 

1 V.4 1 월 28 일 

#자기 소개# 

1. 자기 소개하기 및 자기 이름을 적고 명찰 만들기 

2. 친구 이름 기억하기 게임을 통해 아이들 간의 친밀감 향상시키기 

3.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으로 자음과 모음 간단히 배우기 

2 v. 5 2 월 04 일 

#한글과 가까워지기(한글놀이)# 

1. 색칠 놀이를 통해 색깔 이름 배우기 

2. 색종이를 이용한 종이접기를 통해 사물 및 동물의 이름 배우기 

3. ’뽀로로 가나다송’을 들으며 노래 부르기 

3 v. 6 2 월 11 일 

#한글 자음과 모음 익히기# 

1. 모양 이름 배우기 

2.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써보며 연습하기 

3. 동요 ’반짝반짝 작은별’ 배우기  

4 v. 7  2 월 18 일 

#한글을 써보면서 이해하기# 

1. <우리 엄마예요> 가족 명칭 배우기 

2. 동요 ’곰 세마리’ 배우기 

5    v. 8  2 월 25 일 

#1~4주차 복습 및 간단한 퀴즈놀이# 

1. 이제까지 배운 간단한 단어 퀴즈 놀이 

2. 글자 연결하기 놀이를 통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반복 학습 

3. ’뽀로로 한글송’들으며 놀이로 반복 학습 

- v. 9 3 월 04 일 휴교 Sportlov 

6 v. 10 3 월 11 일 

#단어 익히기# 

1. 동물 이름 배우기 

2. ’여우야 여우야’ 동요 배우기 

3. 색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동물 이름 복습 

7 v. 11 3 월 18 일 #자기 표현하기# 



1. <사과를 좋아해요/싫어해요> 단원을 배우며 좋아해요, 싫어해요의 뜻을 

배우기 

2. 자신이 좋아하는 것 말하고 쓰기 

3. 자신이 싫어하는 것 말하고 쓰기 

8 v. 12 3 월 25 일 

#그림 일기 활동# 

1. <학교에 가요> 단원을 배우면서 장소 이름 배우기 

2. 그림 일기 쓰기 

9 v. 13 4 월 1 일 

#한국 전통 문화 배우기# 

1. 전래동화 듣기 

2. 부채 만들기 

3. 탈 그리기 

- v. 14 4 월 08 일 휴교 Påsk 

- v. 15 4 월 15 일 휴교 Påsklov 

10 v. 16 4 월 22 일 

#한국 전통 문화 배우기 2# 

1. 복주머니 만들기 

2. 연 만들기  

3. 만든 연을 날리기 (부모님 참관 수업. 날씨 사정에 따라 운동장에서 진행. 

당일 진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수업으로 연기) 

11 v. 17 4 월 29 일 

#동요 배우기# 

1. 동요와 율동을 함께 배우기 (배웠던 동요에 율동을 입혀 흥미를 더해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 유도)  

2. ’떴다 떴다 비행기’ 배우기 

3. ’둥근 해가 떴습니다’ 배우기 

12 v. 18 5 월 06 일 

#한글 자음과 모음 반복 학습# 

1. 한글 자음과 모음 반복 학습 

2. 탈것 이름 배우기 

3. 곤충 이름 배우기 

13 v. 19 5 월 13 일 
#배운 한글을 응용하기# 

1. 친구들에게 서로 편지 쓰기 

- v. 20 5 월 20 일 휴교 Kristi Himmelsfärdsdag 

14 v. 21 5 월 27 일 수업/ 야유회 및 운동회 Skolavslutning 

 

수업: 10:00- 12:20 
Lektion: 10:00-12:20  
 

학교 홈페이지  Skolans hemsida: www.koreanschool.se 

학교 공식 이메일 epost till skolan:  rektor@koreanschool.se 

수업료 납부 Betalning av terminsavgift: Bankgiro 198-5126 Koreanska skolans för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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