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구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한글 익히기
Learning Korean with Fun Korean Storytelling
다양한 주제의 동화 구연을 통해 한글을 익히고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글 독해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음. Learning Korean through various Korean stories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on and imagination skills.
<주요 활동> Main activities
1. 동화 속에 나오는 쉽고 간단한 글자 익히기 : 듣고, 읽고, 따라 써 보는 활동
Practicing the Korean Alphabet : listening, reading and copying letters.
2. 이야기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기 Discussing the stories in Korean.
3. 2 번 활동을 통한 한글 독해력 향상 Developing Korean comprehension through literary
discussions.
4. 동화 주제와 관련된 조작 활동: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
Project based activities relating to story topics: drawing, artcraft, desig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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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tivities and Goals
동물
Animals

동물이 주인공인 동화를 통해 동물의 이름과 특징 등을 이해하기
Understanding animals' names and features through animal story
books.

다양한 직업을 주제로 한 동화를 통해 직업의 명칭을 익히고 하는 일을
이해하며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기 Learning the titles of jobs and
what they do . Discuss students' dream jobs.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및
일들과 관련된 동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명칭 등을 익히고
일상 생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
Family and Daily Learning their family members' titles; plus increasing students'
Life
appreciation of the importance of family through stories about families
and their daily lives.
병원, 학교, 시장 등 공공시설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관련 동화를
공공시설
통해 시설들의 명칭을 익히고 하는 일들 이해하기
Public Facilities Learning the titles of public facilities like hospitals, schools, and
markets through storytelling.
직업
Jobs

음식
Food
이동 수단 및
여행
Transportation
and Traveling

음식이 주제가 되는 동화를 통해 음식의 명칭 등을 익히기
Learning the names of various foods through stories about food.
이동 수단 및 여행에 관련된 주제를 통해 이동 수단에 사용되는 것들의
명칭을 배우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도 알아보기
Learning modes of transportation and countries' names through
storytelling.
한국 전래 동화를 통해 옛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알고 동화 속에
한국전래동화
나오는 물건이나 인물들의 명칭 등을 익히기
Korean
Learning old Korean traditions, such as peoples' titles, and Korean
traditional Stories
ancestors' wisdom through traditional stories.

* 주제와 학습활동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업 전에 학습 준비물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The topics and activities can be changed to accommodate students' needs, and we will give
instructions about preparing supplies before the less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