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전국 충남 사회

1일 1한자 공부로 어휘량이 증가하는 청남초!

청남초등학교 (사진=5학년 한자 교육 모습)

(청양=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청남초등학교(교장 윤복자)는 새 학기 3월부터 전교생 2

5명을 대상으로 매일 1일 1한자쓰기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한자교육은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뜻이 있어 학생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우

리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1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년

별로 수준에 맞게 8급부터 7급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책받침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담임교사는 한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자의 생성원리를 재미있게 풀

어 설명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점차 한자를 이해하며 익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일기에 배운 한자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자 활용 능력

을 길렀다.

추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연 2회(6월,12월) 7, 8급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청남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
 박의규 기자  입력 2021.03.25 18: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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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속보] 몽골서 황사 발원, 서울 114
㎍/㎥ 등 미세먼지 ' 보통 또는 나쁨'

2 [지진 속보] 영암군 서쪽 8km 지역서 1.4
규모 미소지진 발생

3 [지진 속보] 성주군 동남동쪽 8km 지역
서 1.3 규모 미소지진 발생

4 [지진 속보] 예천군 남서쪽 18km 지역서
1.4 규모 미소지진 또 발생

최신뉴스

포토뉴스

인기뉴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

'슈퍼땅콩' 김혜선 기수 복귀 "300승 달성이 목표 …

음성군, 문체부 주관 관광두레 사업 최종 선정

마사회 부산·경남 말관계자 & 출발전문 Talk&通 …

인천유나이티드, 2021시즌 인터뷰 콘텐츠 공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어린이 교통안…

 2021-03-31 12:01 (수)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30명·사망자 2명…누적 확진자 10만명 넘어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제 전국 포토 해외스포츠 해외경제 국제뉴스TV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청남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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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초등학교는 한자교육 및 한자급수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 실력을 높

이고 기본생활에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박의규 기자 diva526@nate.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겟썸띵라이브 오트루베 에어샤워 오퀴즈 오후 7시 정답 공개

[대형마트 휴무일] 2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휴무여부와 영…

로또 판매·추첨시간(20일), 954·953회 1등당첨지역 공개

[특징주]무비블록 코인 시세 가파른 상승세 이유는?

[대형마트 휴무일] 21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휴무여부와 영…

라엘생리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 업데이트

[업비트 특징주]비트토렌트 코인 주가, 4원 선 넘었다

주요기사

다른기사 보기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어
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

'슈퍼땅콩' 김혜선 기수 복귀
"300승 달성이 목표 vs 잘봐

음성군, 문체부 주관 관광두
레 사업 최종 선정

마사회 부산·경남 말관계자
& 출발전문 Talk&通 프로그

인천유나이티드, 2021시즌
인터뷰 콘텐츠 공개

저소득가정 아동의 희망 지
원 '꿈' 장학금 전달식 가져

5 [기상 속보] 함안군 동북동쪽 9km 지역
서 1.0 규모 미소지진 발생

6 [지진 속보] 거제시 남쪽 66km 해역서
1.4 규모 미소지진 또 발생

7 [지진 속보] 칠곡 이어 울산 해역서 1.0,
1.8 규모 미소지진 발생

8 [기상 속보] 오전 황사 PM10 높아→초미
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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