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년 2학기 수업자료-한문(2차시)>
자전에서 한자 찾기  

1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소리로 찾기 연습→ 획으로 찾기 연습 → 부수로 찾기 연습→ 한자어 찾기 

2. 자전에서 한자 찾기(소리로 찾기) 
  (1) 다음 한자를 자전에서 찾아 봅시다. 

女
<찾는 방법>
1. 자전에서 ‘가나다순으로 찾기(소리로 찾기)’를 찾아 감.(자전 5페이지부터 찾기)
2. ‘녀’로 읽는 글자에서 ‘女’ 옆에 페이지수를 확인함. 
3. 해당 페이지에 가서 ‘女’를 찾음. 

여자 녀

<‘女’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1. 다른 뜻 : (      )
2. 부수 : 
3. 획수 : (   )획
4. 만들어진 원리 : 

5. ‘女’가 쓰인 단어
 (1) 
 (2) 
 (3) 

3. 자전에서 한자 찾기(획으로 찾기)

力
<찾는 방법>
1. 자전에서 ‘획수로 찾기’를 찾아 감.(자전 700페이지부터 찾기)
2. (   )획에서 찾고 옆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확인함.   
3. 해당 페이지에 가서 ‘力’을 찾음. 

<‘力’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1. 다른 뜻 : 

2. 부수 : 

3. 획수 : (   )획

4. 만들어진 원리 : 

6. ‘力’이 쓰인 단어

 (1) 

 (2) 

 (3) 



4. 자전에서 한자 찾기(부수로 찾기)

心
<찾는 방법>
1. 자전에서 ‘부수 찾기’를 찾아 감.(제일 앞 페이지에 있음.)
2. ‘心’의 획수인 (   )획에서 찾아 옆에 나온 페이지 수를 확인함.    
3. 해당 페이지에 가서 ‘心’을 찾음. 

<‘心’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

1. 다른 뜻 : 

2. 부수 : 

3. 획수 : (   )획

4. 만들어진 원리 : 

7. ‘心’이 쓰인 단어

 (1) 

 (2) 

 (3) 

5. 한자어 찾기 
  (1) 名(이름 명) : 가나다순으로(소리로) 찾기 
     1) 사용된 단어 - 姓名(   ) : 뜻-(                      )
  (2) 靑(푸르다 청) : 가나다순으로(소리로) 찾기 
     1) 사용된 단어 - 靑春(   ) : 
       뜻-(                                                                )
  (3) 花(꽃 화) : 가나다순으로(소리로) 찾기
     1) 사용된 단어 : 花郞(   ) 
       뜻-(                                                                )
  (4) 生(날 생) : 가나다순으로(소리로) 찾기
     1) 사용된 단어 : 生死(   ) : 뜻-(                   )
        生活(     ) : 뜻-(                                                  )
        生命(     ) : 뜻-(                                                  )
  (5) 長(길다 장) : 가나다순으로(소리로) 찾기 
     1) 사용된 단어 : 家長(   ) : 뜻-(                       )
        長壽(     ) : 뜻-(           )
        身長(     ) : 뜻-(           )

6. 다음 차시 예고 : 자기 이름에 쓰인 한자의 음, 뜻 찾아보기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한자이름 나와 있는 것, 주민번호 생략된 것)>



1학년 2학기 수업자료-한문(3차시)>
자전에서 한자 찾기  

1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이름에 쓰인 한자 찾기→ 한자에 담긴 의미 생각해서 적어 보기→ 자신의 특징 5가지 
   적기,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2. 자신의 한자 이름에 쓰인 한자의 음, 뜻 자전에서 찾아 정리하기 

이름에 
쓰인
한자

음, 뜻(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다 

써 주세요.) 

※ 성으로 쓰이는 한자는 ‘성 O’이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름에 쓰인 한자에 담긴 의미 생각해서 적어 보기 

한자 이름에 담긴 의미
의미와 관련된 간단한 

그림 그리기



4. 자신을 나타내는 특징에 대해 5가지를 정리하고 시각화(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예. 내가 좋아하는 것 : 그림그리기, 운동, 책읽기, 게임하기 등등 / 내가 잘하는 것 : 놀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웹툰 보기, 축구, 게임 등등 /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어른이 되면 해 보고 싶은 일, 가 보고 싶은 나라 등등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점 위주로 적어 보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만의 특징, 개성 특징이나 개성의 구체적인 내용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예) 행복한 순간 밥 먹을 때, 잠잘 때 밥 / 잠을 간단한 그림으로.. 



1학년 2학기 수업자료-한문(4차시)>
자전에서 한자 찾기(자기PR 마인드 맵)  

1학년 (   )반 (    )번  이름 : (      )
1. 평가 기준

자기
PR 

마인드 맵

평가주제 자기PR 마인드 맵

평가방법 연구보고서

평가시기 9월

교육과정
성취기준  [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평가기준

상
자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한자의 음과 뜻을 찾아 설명하고, 
이름의 뜻과 연관된 자신의 특징을 정리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인드 
맵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남. 

중
자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한자의 음과 뜻을 찾아 설명하고, 
이름의 뜻과 연관된 자신의 특징을 정리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인드 
맵을 만드는 능력이 평범함.  

하
자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한자의 음과 뜻을 찾아 설명하고, 
이름의 뜻과 연관된 자신의 특징을 정리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인드 
맵을 만드는 능력이 미흡함.  

수행과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자전에서 자신의 이름에 쓰인 한자를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름에 쓰인 한자와 연관된 자신의 특징을 창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창의적인 마인드 맵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상 위의 평가항목 3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중 위의 평가항목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하 위의 평가항목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2. 유의 사항 
 (1) 이름이 한자인 경우, 음과 뜻을 정확하게 쓸 것.(한글이나 영어인 경우는 한글, 영어로
    쓸 것)
 (2)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기대가 담겼는지를 간단한 
    그림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할 것 
 (3) 자신의 특징에 대한 마인드 맵은 창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것 
 (4) 작성한 마인드 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5) 활동 중 어려운 점을 한문 선생님께 질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