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국학교 교과과정
과
정

학급

교재

부교재

연필잡고 한글
고사리
(3살)

연필잡고 한글
4세 1호~5호
나팔꽃
(4살)
입
문
맞춤 한국어 1

도라지
(킨더)

맞춤 한국어 2

현대한글 1,2

맞춤 한국어 3

문화
김치, 불고기
(요리공주 루피:동영
상)

-인사말 익히기
-발음 익히기 (자/모음)
-받침 없는 낱말 익히기
-숫자 (1~30)
-요일, 시간, 날씨
-모양, 색깔

김밥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내어 읽기
-낱말 받아쓰기 (동사,형용사)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알고 바 -간단한 문장 따라쓰기
르게 읽기
-간단한 문장으로 그림일기 쓰기
-간단한 문장 읽고 이해하기

-숫자(1~50)
-문장 읽기
-명사중심의 어휘력 향상
-기본 동사, 형용사 익히기
-세는 말, 높임말, 인사말
-시간, 날씨, 계절
-간단한 감정표현
-문장 구성의 기초 다지기(기
본 문장)

떡볶이

-짧은 이야기 듣고 내용 이해하기/ 질문
에 답하기
-두 세 문장 지시사항 듣고 따르기
-요일, 날짜 사용하여 문장으로 말하기
-기본적인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여
인사하기
-자기 기호 표현하기
-그림보고 간단히 특징 묘사하기
-간단한 전화 대화하기
-전화번호 말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간단한 글 읽기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알고 바
르게 읽기
-간단한 글 읽고 이해하기
-짧고 간단한 초대장, 편지, 메모 읽
고 이해하기

-숫자(1~100)
-동사, 형용사 중심의 어휘력
향상
-반대말(동사, 형용사)
-기본 문형 익히기(어법)
-기본 조사, 접속사 익히기
-과거 시제 익히기
-위치 표현

된장, 고추장, 간장

-짧은 동화 듣고 중심내용 이해하기
-자기의 꿈 간단히 말하기
-대상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 구분하여
말하기
-사물의 모양이나 특징에 대해 묘사하
기
-계획 말하기
-상황에 맞게 간단한 대화 주고받기
-시제에 맞게 말하기
-지사사항 듣고 이해하고 따르기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알고 바 -맞춤법 바르게 쓰기
르게 읽기
-짧은 일기쓰기
-주어진 글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문장 받아쓰기
-짧은 이야기 읽고 내용 이해하기
-간단한 지시문 읽고 이해하기

-다양한 어휘력 향상
-발음의 규칙 이해
-다양한 문형 익히기
-다양한 시제표현(과거,현재,
미래)
-복문 사용하기

한글
한복

-이야기나 동화 듣고 내용 이해하기
-자세히 자기 소개하기
-시제에 맞게 말하고 대화하기
-자신의 의도 말하기
-자유롭게 의사표현하기
-안내문 등을 읽고 필요한 정보 말하기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전하
기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를 순차적으로
말하기
-그림보고 내용을 추측하여 말하기

-글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를 알고 바
르게 읽기
-안내문 읽고 이해하기
-이야기나 동화 읽고 내용 이해하기
-동시 내용 알고 소리내어 읽기

-조사의 용법
-동사의 변화
(기본형의 이해)
-동사의 활용(시제,의문문,부
정문 등)
-수량명사, 세는 단위
-존대말, 반말 익히기(존대 어
휘)

김치와 불고기
태권도

한국어 2

한국어 2

전래동화

역사 인물

역사 교재 학습

*한글 쓰는 순서 강조( 위에서 아
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단한 지시사항 듣고 따르기
-자신의 경험한 일을 간단히 말하기
-낱말 넣어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짧은 동화 듣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자기 감정 말로 표현하기
-그림 보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여 전
달하기
-간단한 날씨 표현 말하기
-문장에 시간표현 섞어서 말하기

맞춤 한국어 5~6 한국어 3

살구꽃
(4학년)

문법 개요
-간단한 인사말 익히기
-주위 사물의 이름 알기
-숫자 (1~10)

한국어 1

봉숭아
(3학년)

초
급

쓰기
-선긋기.
-색칠하기연습.
-단자음과 단모음 덧쓰기

-단자음(ㄱ~ㅎ)과 단모음(ㅏ~ㅣ) 익
히기
-단자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가~히 익
히기
-낱말속에서 단자음과 단모음 찾기
-"가~하"가 들어간 낱말 읽기

무궁화
(2학년)

맞춤 한국어 4

읽고 이해하기 (읽기)
단자음과 단모음 찾기

-상황에 맞는 인사말 하기
-교실안에서 쓰이는 짧고 간단한 지시
사항 듣고 이해하기
-짧은 동화를 듣고 여러가지 낱말 발음
하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
해 말하기
-사물의 이름 듣고 관련된 것 말하기
한글 기초 상/하 -상황에 맞는 인사말 하기
-교실안에서 쓰이는 지시사항 듣고 이
해하기
-간단한 감정 표현하기
-짧은 문장으로 이름, 나이 소개하기
-쉬운 동화 듣고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
-우리 몸의 주요 기관 명칭 말하기
-주요 사물, 동물 이름 말하기
-기본 색깔과 모양에 대해 말하기

라일락
(1학년)

기
초

듣기/말하기
-간단한 인사말 하기
-교실안에서 쓰이는 짧고 간단한 지시
사항 듣고 이해하기
-사물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기
-쉬운 동화 듣기

-자기이름 쓰기.
-자음과 모음을 바른 순서로 쓰
기.
-그림을 보고 받침이 없는 낱말
익히고 따라쓰기

흥부 놀부
청개구리 이야기

이순신
세종대왕

금도끼 은도끼
곶감과 호랑이

이순신
세종대왕

혹부리 영감
해와 달이 된 오누
이

이순신
세종대왕

선녀와 나무꾼
콩쥐팥쥐

이순신
세종대왕

한국을 찾아라
제1과 한국을 찾아라
제2과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제3과 한국의 명절 한가위
제4과 한국 음식

단군신화
팥죽 할머니와 호
랑이

이순신
세종대왕
선덕여왕

한국을 찾아라
제6과 한글, 훈민정음
제7과 세종대왕
제8과 한국의 과학, 문화재
제9과 바람의 옷

의좋은 형제
별주부전

이순신, 세종대왕, 선덕
여왕, 안창호,

한국을 찾아라
제10과 한옥
제11과 한국인의 일생
제12과 한국의 미술
제13과 미주 이민사

*수준과 시기에 맞게
명절 소개

*한글 쓰는 순서 강조( 위에서 아
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받침 있는 낱말 읽고 이해하기
-간단한 의성어,의태어,겹자음,이중
모음 익히기

-받침 있는 낱말 쓰기
-인사말 익히기
-겹자음, 이중모음이 들어간 단어 -겹자음, 이중모음 익히기
쓰기
-받침 익히기
-발음 이해하고 익히기(자/모
*한글 쓰는 순서 강조( 위에서 아 음,음절)
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조합의 이해(음절)
-받침 있는 낱말 익히기
-숫자 (1~40)
-요일, 시간, 날씨
-모양, 색깔

-철자법에 맞게 문장 쓰기(받아쓰
기)
-주어진 낱말로 짧은 문장 만들기
-간단한 문장으로 일기쓰기

-맞춤법 바르게 쓰기
-일기 쓰기
-문장 받아쓰기
-이야기의 전개를 순차적으로 쓰
기
-간단한 이야기 읽고 줄거리 요약
하기

1

비빔밥
*수준과 시기에 맞게
명절 소개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광개토대왕, 김유신, 계
백

사랑한국학교 교과과정
한국어 5
(국제교육진흥
원)

한국어 4

진달래
(5학년)

중
급

한국어 6
(국제교육진흥
원)

한국어 7

토끼풀
(6학년)

한국어 7
(국제교육진흥
원)

한국단편문학
세계단편문학
TOPIK 자료
SAT II 자료

해당화
(7학년~)

-상대방 대화 듣고 내용과 이해하기
-이야기 듣거나 읽고 내용 전달하기
-이야기 듣거나 읽고 자기 생각, 느낌
말하기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여 말하기
-사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 설명하기 /듣
고 이해하기
-역할놀이에 참여하여 상황에 맞게 말
하기
-시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말하기

-글을 읽고 중요 내용 파악하기
-광고, 안내하는 글 읽고 내용 파악하
기
-쉬운 시, 시조 읽고 감상하기

-맞춤법 바르게 쓰기
-문장 받아쓰기
-일기 쓰기
-간단한 독후감 쓰기
-간단한 문장 번역해서 쓰기
-자기 생각 간단히 글쓰기
-일상생활 관련된 주제로 글쓰기

-맞춤법
-동사의 변화
(기본형의 이해)
-동사의 활용(시제,피동,명령,
권유 등)
-용언의 활용(불규칙)
-소리의 변화
(끝소리, 된소리, 자음동화)
-한자 단어 소개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 인삼

-자기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말하기
-존대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말하
기
-구체적인 경험을 감정어휘를 사용하
여 감정 말하기
-상대방과 비교해서 성격 묘사하기
-사용방법 설명하기
-문제 해결 방법 말해보기

-글을 읽고 주제와 줄거리 파악하기
-간단한 신문기사 읽고 이해하기
-자주 쓰이는 속담, 관용 표현 읽고
이해하기
-시, 시조 읽고 감상하기

-맞춤법 바르게 쓰기
-문장 받아쓰기
-일기 쓰기
-독후감 쓰기
-영화 감상문 쓰기
-주제가 있는 글쓰기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
쓰기
-간단한 글 번역해서 쓰기

-맞춤법
-동사의 활용(시제,피동,명령,
권유 등)
-용언의 활용(불규칙)
-소리의 변화
(끝소리, 된소리, 자음동화 등)
-한자 단어 소개
-속담, 관용 표현

탈춤
종묘 제례악

-역사 인물 조사하여 발표하기
-신문 기사 읽고 자기 생각 말하기
-글 읽고 자기 생각 말하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소개하기
-자기 꿈 구체적으로 말하기
-둘 이상의 사물, 사건을 비교하여 공통
점과 차이점 말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고 자기 느낌 말하기
-주제에 따른 동영상 자료 보고 느낌 말
하기

-글을 읽고 중심내용과 주제 찾기
-한국 사회, 문화, 역사에 관한 짧은
설명문 읽고 이해하기
-신문기사 읽고 이해하기

-맞춤법 바르게 쓰기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일기,감상문,편지,보고서,독후
감,시 등)
-주어진 과제를 조사하여 요점 정
리하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하여 번역해
서 쓰기
-대상에 따라 격식체나 비격식체
로 글이나 이메일 쓰기

-맞춤법
-다양한 동사의 활용
-용언의 활용 (규칙/불규칙)
-소리의 변화
(끝소리, 된소리, 자음동화 등)
-속담, 관용어
-고사성어
-문장성분

설악산
세계적인 예술인

-시사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 쓰
기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순으로 정
리하기
-속담이나 관용표현 이용하여 글
쓰기
-하나의 주제로 글쓰기

-영어와 국어의 구조적 차이
비교하기
-다양한 속담, 관용어, 고사성
어
-문장의 형식, 문장 성분

종합

고
급
한국어 8
(국제교육진흥
원)
?
(9학년~)

한국단편문학
세계단편문학
TOPIK 자료
SAT II 자료

-한국역사에 대한 이야기 듣고 토론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기
-신문기사 읽고 이해하기
-의견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설득 -단편 소설, 짧은 전기 읽고 이해하기
하기
-뉴스나 시사 토론을 듣고 전체적인 맥
락 이해하기
-조사한 과제를 설명하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영어-한국어 통
역하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짧은 연설하기

해바라
기
성인반

2

심청전
견우와 직녀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광개토대왕, 대조영, 김
유신, 장보고, 왕인, 왕건,
강감찬, 서희, 이황, 이이,
신사임당, 명성황후
문무왕, 진흥왕, 박혁거
세, 왕산악, 솔거, 문익점,
최무선, 한석봉, 김정희,
박문수

오성과 한음
황희 정승 이야기

이순신, 손병희, 안창호, 한국을 알자
유관순, 김구, 안중근, 김 제 20과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좌진, 서재필, 안창호
제 21과 독립운동
제 22과 미주에서의 독립운동
장인환, 전명운
제 23과 한국전쟁과 남북관계

홍길동전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
대중, 이명박, 박근혜, 박
태환, 김연아, 을지문덕,
계백, 김유신, 강감찬, 이
순신, 김좌진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수준과 시기에 맞게
공휴일 소개

윤보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우륵, 박
찬호, 추신수, 류현진

(한류: K-pop, 드라마)

한국을 알자
제16과 한국의 새해; 설
제17과 삼국시대: 신라, 고구
려, 백제
제18과 화려한 고려
제 19과 오백년 조선

종합

한국을 알자
제 24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 25과 한국의 음악
제 26과 한국의 스포츠
제 27과 한국사의 시대적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