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ABC 영어

대상(인원) 어르신 및 일반 (10명) 강    사 정 두 희

요일/시간 화, 목요일/ 10:00~12:00 강 의 실 중강의실 2

강사소개
 1) 중등학교 영어교사 2) 중등학교 교장퇴임 3) 부여도서관 <어르신 기초영어>강사
 4) 논산 남부평생교육원 <팝송과 함께하는 기초영어>강사 
 5) 서천, 부여 <지역아동센터> 영어강사 
 6)논산시평생학습관 <왕초보 ABC영어> 및 <추억의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강사 

강의개요
 알파벳 대소문자를 완벽하게 쓰기를 익힌 후 연습한 기초단어들을  받아쓰기 할 수 있다
 주어진 간단한 문장을 읽고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 할 수 있다. 
 영어를 대하는 울렁증을 없애고 배움의 힐링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없음.
강사가 만든 자료 배부

학습자준비물  필기도구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내용
학습자 
준비물

1 7/20
알파벳 대, 

소문자 반복학습
 1) 전반기 이미 학습하고 익혔던 알파벳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초단어 쓰기를 익힌다. 

필기도구

2 7/22
  <동사>란 
무엇인가?-1

 1) 영어에서 “동사”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여 문장을 익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필기도구

3 7/27
 <동사>란 
무엇인가?-2 

 1) <동사>편에서 익힌 be동사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구성을 할 수 있다. 

필기도구

4 7/29
<명사>란 

무엇인가?-1

 1) <동사>편에서 익힌 be동사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구성을 할 수 있다. 
 2) <be동사>편에서 익힌 동사를 활용하여 간단  
    한 문장들을 구성하여 쓰고 읽을 수 있다. 

필기도구

5 8/3
<명사>란 

무엇인가?-2

  1) <동사>편에서 익힌 be동사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구성을 할 수 있다. 
 2) <be동사>편에서 익힌 동사를 활용하여 간단  
    한 문장들을 구성하여 쓰고 읽을 수 있다. 

필기도구



2021 논산시평생학습관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 상기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ABC 영어

대상(인원) 어르신 및 일반 (10명) 강    사 정 두 희

요일/시간 화, 목요일/ 10:00~12:00 강 의 실 중강의실 2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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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천, 부여 <지역아동센터> 영어강사 
 6)논산시평생학습관 <왕초보 ABC영어> 및 <추억의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강사 

강의개요
 알파벳 대소문자를 완벽하게 쓰기를 익힌 후 연습한 기초단어들을  받아쓰기 할 수 있다
 주어진 간단한 문장을 읽고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 할 수 있다. 
 영어를 대하는 울렁증을 없애고 배움의 힐링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교재 및 
재료비

교재 및 재료비 없음.
강사가 만든 자료 배부

학습자준비물 필기도구

회차별 내용

회차 날짜 학습주제 내용
학습자 
준비물

6 8/5 취미에 관한 내용
 1)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영어로 말해보기
 2) 상대방의 취미를 물어보는 대화를 나눈다

필기도구

7 8/10 날씨에 관한 표현
 1)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라고 물을 수 있다.
 2) 여러 가지 날씨표현을 말해볼 수 있다

필기도구

8 8/12 다양한 색의 표현
 1) 다양한 색의 표현을 쓰고 말해볼 수 있다.
 2) 무지개의 일곱가지 색을 쓰고 읽을 수 있다. 

필기도구

9 8/17 4계절의 표현
 1) 4계절의 표현을 쓰고 읽고 말해볼 수 있다.
 2) 4계절에 맞는 기온을 쓰고 읽고 말해볼 수 있다

필기도구

10 8/19
“like”라는 동사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

 1) < I like ~  >의 표현을 익힌다.
 2) <You like ~ >의 표현을 익힌다.
 3) <Do you like~ >의 표현을 익힌다. 

필기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