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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1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왕초보ABC영어

대상(인원)  성인 (10명) 강   사 정 두 희

요일/시간  화. 목요일(주2회) / 10:00~12:00 강의실  중강의실 2

강사소개
중학교 영어교사, 교장퇴임
논산 남부평생교육원 팝송영어 및 기초영어강사
부여도서관 팝송영어 및 기초영어강사 / 서천, 부여 지역아동센터 영어강사

강의개요
기초 알파벳 26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읽고 쓸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짧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다.
만나서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기초회화를 구사할 수 있다.

교재 및 재료비 알파벳 따라쓰기 (해피하우스) - 6,000원

학습자준비물 필기도구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지도내용 학습자준비물

1 
1/5
(화)

 1. 알파벳소개
 2. ABC노래

1. 알파벳을 소개하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여 써보기.
2. ABC song을 배운다. 

 필기도구 

2
1/7
(목)

1. 알파벳 대문자쓰기 
2. “What’s your name?

1. 알파벳 대문자 쓰기 연습하기
2,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로 묻는 기초회화연습 
(My name is ~ )대답하기

 필기도구 

3
1/12
(화)

1. 알파벳 대문자쓰기
2. “What’s your  name?

1. 알파벳 대문자 쓰기 연습
2. 기본 인사나누기 회화연습(My name is ~ )대답하기

 필기도구

4
1/14
(목)

1. 알파벳 대문자쓰기
2. 아침, 점심, 저녁인사

1. 알파벳 대문자 쓰기 연습
2. 기본 인사나누기 회화연습
3. 아침, 점심, 저녁등에 나눌 수 있는 인사회화

 필기도구 

5
1/19
(화)

1. 알파벳 대문자쓰기
2. 아침, 점심, 저녁인사

1. 알파벳 대문자 쓰기 연습
2. 기본 인사나누기 회화연습
아침, 점심, 저녁인사회화

 필기도구 

6
1/21
(목)

1. 알파벳 소문자쓰기
2. “What’s your name?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연습
2. 상대방 이름 물어보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7
1/26
(화)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2. 이름에 대답하기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연습
2. 상대방이 이름을 물어볼 때 본인의 이름 말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8
1/28
(목)

1. 알파벳 소문자쓰기
2. What’s this? 회화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연습
2. 사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
  “What’s this?”의 물음에 답 하는 회화 연습

 필기도구 

9
2/2
(화)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2. What’s this? 회화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연습
2. “What’s this?”로 묻고 이에 대한 대답하기
   “It’s a ~ ~.”회화연습.

 필기도구

10
2/4
(목)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2. What’s this?

1. 알파벳 소문자 쓰기 연습
2. What’s this(that)?“ 로 묻고 이에 대한 대답하기.    
  “ It’s a ~ ~.” 회화연습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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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2/9
(화)

1. 알파벳 대,소문자    
  같이 쓰기
2. What do you like?

1. 알파벳 대,소문자 같이 쓰기연습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하기 회화
  연습. “I like~~.”

 필기도구

12
2/16
(화)

1. 알파벳 대.소문자  
  같이쓰기
2.What do you like? 

1. 알파벳 대,소문자 같이 쓰기 연습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하기 회화
  연습.  “ I like ~~.”

 필기도구 

13
2/18
(목)

1. 알파벳 대문자
  받아쓰기연습
2. What do you like?  

1. 알파벳 대문자 받아쓰기 연습하기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하기 회화
  연습.  “ I like ~~.”

 필기도구

14
2/23
(화)

1. 알파벳 대문자   
  받아쓰기연습
2. What do you like?

1. 알파벳 대문자 받아쓰기 연습하기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I like ~~.”대답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15
2/25
(목)

1. 알파벳 소문자      
  받아쓰기연습
2. “Can you~?로 묻기

1. 알파벳 소문자 받아쓰기 연습하기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Can you~?” 당신은 ~할 수 있나요?로 묻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16
3/2
(화)

1. 알파벳 소문자      
   받아쓰기연습
2. “Can you~?로 묻기

1. 알파벳 소문자 받아쓰기 연습하기
2. 간단한 단어쓰기 연습
3. “Can you ~?”로 묻는 말에 “I can ~”로 답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17
3/4
(목)

1. 알파벳 소문자      
   받아쓰기연습
2. “Can you~?로 묻기

1. 알파벳 대, 소문자 자유롭게 받아쓰기
2. 간단한 단어 받아쓰기
3. “Can you ~?”(~할 수 있나요?)로 묻는 말에 
“I can ~”로 답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18
3/9
(화)

1. 알파벳 대,소문자  
  받아쓰기
2.  What time is it?  

1. 알파벳 대,소문자 자유롭게 받아쓰기
2. 간단한 단어 받아쓰기
3. “What time is it?”의 물음에
 “It is ~o’clock”로 답 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19
3/11
(목)

1. 알파벳 대,소문자  
  받아쓰기.
2. What time is it?

1. 알파벳 대, 소문자 자유롭게 받아쓰기
2. 알파벳 첫 자를 이용한 단어 받아쓰기.
3. 시간을 묻는 “What time is it?표현 회화연습

 필기도구

20
3/16
(화)

1. 기본단어 받아쓰기
2. What time is it?

1. 기본단어 받아쓰기연습
2. “What time is it?”로 묻는 말에 
   “It is ~ o’clock.”으로 대답회화하기

 필기도구 

21
3/18
(목)

1. 기본단어 받아쓰기
2. Where are you going? 

1. 기본단어 및 알파벳 받아쓰기
2. “Where are you going?으로 “당신은 어디  
  가시나요?”의 표현익히기

 필기도구

22
3/23
(화)

1. 기본단어 받아쓰기
2. Where are you going? 

1. 기본단어 및 알파벳 받아쓰기
2. “Where are you going?”의 물음에
“I’m going to ~~.”대답하기 회화연습

 필기도구 

23
3/25
(목)

1. 기본단어쓰고 읽기
2. “How much is this?”

1. 배웠던 내용들의 기본단어들을 읽고 쓰기 연습
2. 값을 물을 때 “How much is this?”회화 염습  
“It is ~원(또는 달러)

 필기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