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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Week 

일자

Date 

주제  

Topics 

기능  

Functions 

문법  

Grammar  

어휘  

Vocabulary 

발음  

Pronunciation 

1 22 

Feb. Lesson 1 직업 

Occupation 

사람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occupations and work 

친구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introducing one to a friend 

이/가 아니다 

-는 

직업  

Occupations 

하는 일  

The work you do 

［ㅂ］+ㄴ  

→  

［ㅁ］+ㄴ 

2 29 

Feb. 
Lesson 2 좋아하는 것 

Favourite things to do 

자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things you do frequently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things you do for your 

leisure 

(이)나  

-는 것 

운동 Exercise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  

Activities you do for your leisure 

［ㄷ］+ㅎ  

→  

［ㅌ］ 

3 7 

Mar. Lesson 3 축하 

Congratulations 

축하할 때 하는 일에 대한 의견과 이유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opinions and reasons of celebration 

축하하는 글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to celebrate an occasion 

-(으)니까  

에게 

축하할 때 하는 일  

Things to do when you celebrate  

축하할 일  

Things to celebrate 

ㄴ+ㄹ 

→  

［ㄹ］+ㄹ 

4 14 

Mar. Lesson 4 할 일  

Things to do 

집안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housework and things to do  

해야 할 일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things to do 

-고 있다 

-기가 싫다/힘들다

/쉽다/어렵다 

집안일  

Housework  

해야 할 일  

Things to do 

［ㄷ］+ㄴ  

→  

［ㄴ］+ㄴ 

5 21 

Mar. 
Lesson 5 휴가 계획 

Vacation plans 

휴가 기간과 휴가 때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the vacation period and things to do 

on vacation  

휴가 계획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vacation plans 

동안 

-기로 하다 

기간  

Period 

휴가 때 하는 일  

Things to do on vacation 

며칠 동안 

［며칠 똥안］ 

6 28 

Mar. Lesson 6 쇼핑 

Shopping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things you want to buy 

물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reviews/comments on things 

말고 

-는/(으)ㄴ 것 같다 

색깔과 무늬  

Colours and patterns 

물건에 대한 평가  

Evaluation about the goods 

받침 ㄼ 



7 4 

Apr. 
Lesson 7 여행과 방문 

Travel and visits 

여행에서 하는 일과 여행 준비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things to do while you travel and 

preparations for a trip  

여행에 대한 글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travel 

-(으)ㄹ 수 있다/ 

없다  

-(으)ㄴ  

여행에서 하는 일  

Things to do while you travel  

여행 준비  

Preparations for a trip 

ㅎ+ㅈ  

→  

［ㅊ］ 

8 25 

Apr. 
Lesson 8 공공 예절 

Public etiquette 

공공 예절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public etiquette  

공공 예절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public etiquette 

-(으)면 안 되다 

-아도/어도 되다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일 

Things you shouldn’t do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주의할 일 Things you 

should be careful of in public places 

ㄲ 

9 2 

May 

Lesson 9 생활 습관  

Life Habits 

생활 습관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habits  

좋은 습관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good habits 

마다 

-기 전에 

건강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Good and bad habits for your health 

ㄸ 

10 9 

May 
Lesson 10 물건 찾기 

Finding things 

물건에 대한 묘사를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description of things 

물건의 모양과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explanations on shape and 

location of things 

-(으)ㄹ 거예요 

-아/어 있다 

물건의 모양  

Shape of things  

물건의 상태 묘사  

Description of things 

받침 ㅇ 

11 16 

May Lesson 11 날씨  

Weather 

날씨와 날씨의 변화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weather and weather changes 

날씨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explanations about weather 

-아지다/어지다 

-네요 

날씨  

Weather 

ㅆ 

12 23 

May 

Lesson 12 부탁  

Making requests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대화를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explaining situations and making 

requests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글을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explaining situations and 

making requests 

-아/어 줄래요 

-는데/(으)ㄴ데 

부탁할 일  

Things to request  

부탁해야 하는 상황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make 

requests 

［ㄷ］+ㅁ  

→  

［ㄴ］+ㅁ 



13 30 

May 
Lesson 13 살고 싶은 집 

House I want to live in 

살고 싶은 곳에 대해 듣고 말하기 

Talking about where you want to live 

집의 조건과 상태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the condition and state of 

a house 

-았으면/었으면 좋

겠다 

-거나 

집의 조건  

Condition of a house  

집의 상태  

State of a house 

ㅔ［ㅔ］ 

14 6 

Jun. 
Lesson 14 꿈  

Dreams 

자신과 친구들의 꿈에 대해 묻고 답하기 

Talking about the dreams of you & your friends 

꿈을 갖게 된 이유와 각오에 대해 읽고 쓰기  

Reading & writing about the motivation for our 

dreams and determinations 

-기 때문에 

-겠- 

 

꿈을 갖게 된 이유 

Motivation for one’s dreams  

각오  

Your determination 

ㅢ［ㅣ］ 

15 13 

Jun. 

Lesson 1~14 Speaking Day and/or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