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봄학기 윤동주 반 학습  계획표 

주 주요 학습내용 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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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육 및 개학식(Orientation, The first day of school 

ceremony) 

 

======================================== 

Unit 1. 내가 좋아하는 가수 

어휘: 케이팝(K-pop)가수, 노래, 공연 

문법 – ‘-거든(요)’, ‘-치고’ 

듣고 말하기 :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대화 

읽고 쓰기 : 케이팝, 좋아하는 가수를 소개하는 글  

숙제 : 워크북 7-9쪽 풀어오기 

교재 28쪽 읽어 오기 

케이팝(K-pop)중 좋아하는 노래 써오기 
 

1교시  

09:30~10:10 

- 출석체크 및 인사 

2교시 

10:20~11:00 

레벨테스트 및 수업 

3교시 

11:10~11:30 개강식 연습 

11:30~12:00 개강식 

4교시 

12:00~ 12:30  

안내 교육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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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텔레비전 앞으로 

어휘 :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징 

문법 : -는 중이다, -(으)ㄴ/는 대신(에), 대신(에) 

듣고 말하기: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읽고 쓰기 : 텔레비전 시청과 프로그램 

숙제 : 워크북 11-13쪽 풀어오기 

교재 38쪽 읽어오기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골라 보고 소감 써오기 
 

 

YouTube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골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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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게임은 적당히 

어휘 : 컴퓨터 게임의 장점, 단점 

문법 : -도록, -기(가) 쉽다 

듣고 말하기 : 온라인 게임의 장단점 

읽고 쓰기 : 온라인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 

숙제 : 워크북 15-17쪽 풀어오기 

교재 50쪽 읽어 오기  

일기 써 오기 
 

 

여가 활동에 대해 얘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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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행사(Lunar New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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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온라인 공간에서도 예의 있게 

어휘 : 인터넷 게시물, 댓글, 주의사항 

문법 : -(으)ㄹ 텐데, -(으)ㄴ/는 대로 

듣고 말하기 : 인터넷 예절에 대한 토론 

읽고 쓰기 :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글 

숙제 :워크북 19-21쪽 풀어오기 

교재 66쪽 읽어오기 

자신이 잘 만드는 요리 또는 좋아하는 한국음식의 조리법 

써 오기 
 

 

종강식때 발표할 것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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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복습 – 문제 함께 풀어보기 

Unit 6 내 물건은 어디에 

어휘 : 분실물, 분실물 센터  

문법 : -더라, -아/어 버리다 

듣고 말하기 : 분실물을 찾는 대화 

읽고 쓰기 : 분실물을 찾는 글 

숙제 :워크북25-27쪽 풀어오기 

교재 74쪽 읽어오기 

한국 음식 만들어 보고 인증샷 찍기 
 

 

한국음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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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어휘 : 분실물 습득, 분실물 센터, 분실물 회수 

문법 : -ㄴ/는다면서(요)?, -아/어 놓다 

듣고 말하기 : 분실물 처리 방법에 대한 대화 

읽고 쓰기 : 분실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29-31쪽 풀어오기 

교재 86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발표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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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안전이 최고 

어휘 : 부상 원인, 상태, 처치 

문법 : -(으)ㄴ/는 척하다, -(으)를 뻔하다 

듣고 말하기 : 부상에 대한 글 

일고 쓰기 : 안전 수칙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33-35쪽 풀어오기 

교재 96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발표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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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소풍(Spring P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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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열이 나고 목이 부으면 

어휘 : 독감 증상, 병원 

문법 : -(으)ㄴ/는 척하다, -(으)ㄹ 뻔하다 

듣고 말하기 : 감기 증상에 대한 대화, 아팠던 경험 

읽고 쓰기 : 독감 예방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37-39쪽 풀어오기 

교재 112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발표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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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방학(Spring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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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복습 

Unit 11 에너지를 아끼려면 

어휘 : 에너지, 절약하다, 실천하다 

문법 : -게 하다, -아/어 가지고 

듣고 말하기 : 에너지 절약 

읽고 쓰기 :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43-45쪽 풀어오기 

교재 122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한국음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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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용돈을 모아서 

어휘 : 수입과 지출 

문법 : -고 말다, -아/어두다 

듣고 말하기 : 저축에 관한 책을 소개 

읽고 쓰기 : 저축 계획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47-49쪽 풀어오기 

교재 132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발표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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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함께 돕고 사는 세상 

어휘 : 이웃돕기 활동 장소, 활동, 장점 

문법 : -에 대해(서), -(이)라도 

듣고 말하기 : 재능 기부와 이웃돕기 

읽고 쓰기 : 기부와 이웃 돕기 활동에 대한 글 

숙제 : 워크북 51-53쪽 풀어오기 

교재 142쪽 읽어오기 

일기 써 오기 
 

 

발표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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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4 사랑을 나눈는 바자회 

어휘 : 바자회 준비, 바자회 

문법 : -(으)ㄴ/는 줄 알다/모르다, -아/어야겠다 

듣고 말하기 : 바자회에 대한 회의, 계획 

읽고 쓰기 : 바자회 안내문 

 

숙제 : 없음. 
 

단어왕/다독왕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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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식 (Ending cere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