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년 2학기 수업자료-한문(7차시)>

07. 둘이지만 하나(교과서 54~59페이지) 
- 일상 속의 한자어 찾아 보기 -

1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 이해하기→ 생활 속 한자어 뜻 자전에서 찾아보기

2. 교과서에 나온 글의 뜻을 알아 봅시다.(교과서 55, 56페이지)    

  (1) 튼튼한 身體(□□), 正直(□□)한 마음.
     身(몸 신), 體(몸 체) : 사람의 (   ).  
     正(바르다 정), 直(곧을 직) : 바르고 (     ). 

  (2) 夜深(□□)한 시간, 게임보다 多讀(□□).
     夜(밤 야), 深(깊다 심) : 밤이 (    )
     多(많을 다), 讀(읽을 독) : 책을 (     )  읽음. 

  (3) 難解(□□)한 문제는 함께 풀고, 많은 分業(□□)이 더 有利(□□)
     難(어렵다 난), 解(풀다 해) : (      )가 어려움. 
     分(나누다 분), 業(일 업) : 일을 (       )서 함. 
     有(있을 유), 利(이로울 리) : (        )이 있음. 

3. 생활 속 한자어 뜻 자전에서 찾아보기 

  (1) 학생(學生)
     1) 소리에서 찾기 목록(가나다 순으로 찾기)에서 ‘학’을 찾아봄. 
     2) ‘학’자가 나와 있는 목록에서 ‘學’을 찾아 옆에 페이지를 찾음. 
     3) ‘學’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가서 이 글자가 쓰인 단어들 중 
        ‘學生(학생)’을 찾아 뜻을 적음. 
     4) 學生(학생)의 뜻 

  



 
  (2) 학교(學校)
     1) 소리에서 찾기 목록(가나다 순으로 찾기)에서 ‘학’을 찾아봄. 
     2) ‘학’자가 나와 있는 목록에서 ‘學’을 찾아 옆에 페이지를 찾음. 
     3) ‘學’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가서 이 글자가 쓰인 단어들 중 
        ‘學校(학교)’을 찾아 뜻을 적음. 
     4) 學校(학교)의 뜻 

  (3) 冊(책)
     1) 소리에서 찾기 목록(가나다 순으로 찾기)에서 ‘(  )’을 찾아봄. 
     2) ‘(  )’자가 나와 있는 목록에서 ‘冊’을 찾아 옆에 페이지를 찾음. 
     3) ‘冊’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가서 이 글자가 쓰인 단어들 중 
        ‘’을 찾아 뜻을 적음. 
     4) ‘冊(책)’의 뜻 

  (4) 家族(가족)
     1) 소리에서 찾기 목록(가나다 순으로 찾기)에서 ‘가’를 찾아봄. 
     2) ‘家’자가 나와 있는 목록에서 ‘家’을 찾아 옆에 페이지를 찾음. 
     3) ‘家’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가서 이 글자가 쓰인 단어들 중 
        ‘가족’을 찾아 뜻을 적음. 
     4) ‘家族(가족)’의 뜻 



1학년 2학기 수업자료-한문(8차시)>
07. 둘이지만 하나(교과서 54~59페이지) 

- 수행평가1~3 : 생활 한자어 보고서(미니북 만들기) -
1학년 (   )반 (    )번  이름 : (      )

1. 생활 한자어 보고서(미니북 만들기) 제작 순서
  (1) 찾을 한자어를 정합니다. 핵심이 되는 한자 정하기
  (2) 자전에서 가나다 순으로 찾기에서 한자를 찾고 한자어를 찾아 학습지에 
     그 ‘1. 모양, 2. 뜻’을 정리합니다. 
  (3) 해당 한자어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짓습니다. 
  (4) 짧은 글의 내용, 한자어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그립니다. 
2. 예시
  (1) ‘金(금)’이 들어간 한자어를 찾아 보겠습니다. 
  (2) ‘金(금)’은 자전 7페이지에 있고, 이 글자는 자전 568페이지이 있어요. 
  (3) ‘金(금)’이 들어간 생활 한자어에는 
      1) 金銀(금은) : 뜻-금과 은.
      2) 賞金(상금) : 상으로 주는 돈 
      3) 現金(현금) :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하여 실제로 
        쓰이는 화폐를 이르는 말. 

      이 있습니다. 
  (4) 짧은 글 짓기 
      1) 알라딘은 金銀(금은) 보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대회의 賞金(상금)은 10억원입니다. 
      3) 이 보석은 現金(현금)으로 50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5) 금은, 상금, 현금에 대한 짧은 글을 설명하는 간단한 그림을 그립니다. 
3. 평가 기준표 

생활
한자어
보고서

평가주제 생활한자어 보고서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평가시기 10월
교육과정
성취기준 [9한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생활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평가기준

상 자전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소책자를 창의
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 자전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소책자를 평이
하게 만들 수 있다. 

하 자전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소책자의 내용 
일부를 완성할 수 있다. 

수행과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자전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찾아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한 한자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완성된 소책자이 내용이 창의적인가?

상 위의 평가항목 3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중 위의 평가항목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하 위의 평가항목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 1
  (1) 3번의 한자들을 활용하여 다섯 개의 한자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찾은 한자어
(한자(우리말))

한자어의 뜻

짧은 글 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짧은 글의 내용)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 2
  (1) 3번의 한자들을 활용하여 다섯 개의 한자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찾은 한자어
(한자(우리말))

한자어의 뜻

짧은 글 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짧은 글의 내용)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 3
  (1) 3번의 한자들을 활용하여 다섯 개의 한자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찾은 한자어
(한자(우리말))

한자어의 뜻

짧은 글 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짧은 글의 내용)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 4
  (1) 3번의 한자들을 활용하여 다섯 개의 한자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찾은 한자어
(한자(우리말))

한자어의 뜻

짧은 글 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짧은 글의 내용)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 5
  (1) 3번의 한자들을 활용하여 다섯 개의 한자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찾은 한자어
(한자(우리말))

한자어의 뜻

짧은 글 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짧은 글의 내용)



  3. 생활 한자어에 사용이 될 만한 추천 한자

高(높을 고) 口(입 구) 國(나라 국) 男(남자 남) 女(여자 녀) 多(많을 다) 大(크다 대)

同(같을 동) 力(힘 력) 老(늙을 로)
利

(이로울 리)
名(이름 명) 無(없다 무) 民(백성 민)

白(희다 백) 法(법 법) 生(날 생) 性(성품 성) 手(손 수) 水(물 수) 心(마음 심)

4. 생활 한자어 보고서 작성 자료 만들기-표지
  

제  목 

이 보고서에서 
뭘 알려 줄까?

(그림으로)

학번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