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봄 학기
학습 계획서

학급명: 소나무반
교사: 영혜 베셋 (정영혜)
이메일: yhbessette@hanarokoreanschool.org
웹사이트: www.hanarokoreanschool.org

학급 소개
연령대: 6세 - 10세
한국어 능력: 한글과 기본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초급수준인 영어 사용자 학생들
교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2. 교과서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진
자료들이 수업에 사용될 것이다. 구글 클래스룸의 주소는:
https://classroom.google.com/u/3/c/MTI5ODc2NjE5Mjgw
구글 클래스룸의 가입 코드: qcff6m5
구글 미팅 링크: https://meet.google.com/lookup/fmkac6w3t

학습 목표
문법: 문장 패턴과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장구조를 배운다.
이해: 단어카드와 게임을 통해 단어와 글자소리를 익힌다.
표현: 주어진 문장 패턴을 통해 말하기와 쓰기를 연습한다.
문화 & 역사: 매 학기 한국과 관련된 미술, 음악, 요리, 붓글씨, 한국의 명절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한다. 더 자세한 관련 정보는 학교 웹사이에서 참고할 수 있다.

평가
퀴즈 - 총점의 20%
학기말 시험 - 총점의 30%
온라인 자가학습 - 총점의 20%
수업 출석도와 참여도 - 30%
성적표는 학기의 마지막 수업 날 배부된다. 학생들의 성적은 문법, 이해, 표현, 참여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이며, 참여 점수에는 수업을 임하는 태도와 출석 기록이 포함된다.
A - 매우잘함
B - 잘함
S - 보통
I - 노력 요함

수업 내용
날짜

수업

액티비티

1/16/2021

Unit 7. -았/었어요

봄 학기 첫 수업

지난 주말에 뭘 했어요?
1/23/2021

Unit 8. -고 있다

일반 수업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30/2021

Unit 8.  못

일반 수업

추워서 수영을 못 해요.
2/6/2021

Unit 10. -지만

구정

나는 당근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당근을 안
좋아해.
2/13/2021

Unit 10. -지만
컴퓨터는 있지만 텔레비전은 없어.

일반 수업

2/20/2021

Unit 11. -지 않다

일반 수업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요.
2/27/2021

Unit 11. -지 않다

삼일절

책을 읽지 않아요.
3/6/2021

Unit 11. 이제, 같이

요리 수업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3/13/2021

Unit 13. -아야/어야 되다

일반 수업

저녁에 책을 읽어야 되요.
3/20/2021

Unit 13. -아야/어야 되다

일반 수업

몇시에 학교에 가야 되요?
3/27/2021

Unit 13. -고

부활절 / 일반 수업 / 봄 방학 시작

밥을 먹고 이를 닦아요.
4/17/2021

Unit 14. (이)나

일반 수업

사과나 바나나를 먹고 싶어요.
4/24/2021

Unit 14. -(으)ㄹ 거야

일반 수업

내일은 6시에 일어날 거야.
5/1/2021

Unit 14. -(으)ㄹ 거야

어린이 날

내일은 집에서 책을 읽을 거야.
5/8/2021

복습 / 기말 시험

마지막 수업

*위에 적힌 수업 내용과 액티비티는 학기동안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