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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1 학기 중등반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1 학기 

10 월 

TOPIK II 

한국 역사, 문화 

사회적 이슈  

1. TOPIK II 유형파악하기 

2.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이해하기 

3. 본인의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1 주 

(2 일) 

오리엔테이션 

실력 파악하기 

개천절, 고조선 

1. 오리엔테이션 

- 수업 진행방식 소개 

- 교재 소개 

2. Warm-up 

- 신문기사 읽고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기  

- 모르는 단어 찾기 

3. TOPIK II 3급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기 

4. 문화 및 역사 수업 

- 대한민국의 공휴일 

- 개천절 – 단군왕검 이야기 

2 주 

(9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한글날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2. TOPIK II 3급 읽기 유형 (1~4번 문제) 

- [1-2]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기 

- [3-4] 밑줄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문법이나 표현을 

고르기 

- 문제 풀어보기 

3. 쓰기: 문장부호에 대해 공부하기  

4. 문화 및 역사 수업 

- 한글절 

- 옛날 훈민정음 발음 들어보기 

- 한글의 장단점과 관련한 의견 이야기 해보기 

- 국어 활동 6-1 나 주시경 선생님의 편지 창작글을 읽고 

주시경선생님에 대해 더 알아보기 (P.190~192) 

3 주 

(16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삼국시대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2. TOPIK II  읽기 유형 (합격레시피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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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별 유형 (제품, 업소, 공익) 을 파악하고 나오는 

어휘 알기 

- 문제 풀어보기 

3. 문화 및 역사 수업 

- 한국의 위인들 노래를 듣고, 노래에 나오는 위인 

자신이 알고 있는 위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삼국을 새운 인물에 대해 알기(고주몽, 온조, 박혁거세) 

4 주 

(23 일) 

TOPIK II 듣기 유형파악 

바리데기 

문장구성하기 

1. TOPIK II 듣기 유형 (1~8 문제) 

- 대화를 듣고 그림 맞추기 

- 대화를 듣고 이어질 말 고르기 

- 문제  풀어보기 

2. 바리데기 

- 국어활동 6-1 나 P.154~161 읽기 

- 바레데기 이야기 요약하여 설명하기 

- 고유어의 유래에 대해 공부하기 (P.162~163) 

3. TOPIK II 쓰기  

-문장 구성에 대한 문제 풀기 (51번 유형, 1~5번) 

- 각 문제 풀이에 나와 있는 어휘 확인하고 문장 

만들어보기 

5 주 

(30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고구려와 광개토대왕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2. TOPIK II 읽기 유형 (읽기 9~12번, 

합격레시피 P.84~91) 

- 안내문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기 

- 신문기사 및 도표 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 문제 풀기 

3. 문화 및 역사 수업 

- 고구려의 전반적인 역사 알기 

- 고구려의 전성기 왕: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해하기 

11 월 

TOPIK II 

한국 역사, 문화 

사회적 이슈  

1. TOPIK II 유형파악하기 

2.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이해하기 

3. 본인의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1 주 

(6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백제와 근초고왕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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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IK II 읽기 유형 (읽기 19~20번, 합격레시피 P. 

92~95) 

- 문맥에 맞는 접속사 또는 부사 넣기 

-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 최신 이슈, 상식, 기술, 인간심리, 교육, 과학 등의 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휘 공부 

- 문제 풀기 

3. TOPIK II 쓰기 

- 띄어쓰기 규칙 이해하기 (P.9~10) 

- 문장 구성하기(51번 유형, 6~10번 문제) 

4. 문화 및 역사 수업 

- 백제의 전성기에 대해 알아보기 

- 근초고왕의 업적 알기 

2 주 

(13 일) 

TOPIK II 듣기 유형파악 

억지와 주장의 차이 

문장구성하기 

1. TOPIK II듣기 유형 (9~13번, 합격레시피 P. 65~75) 

- 대화를 듣고 이어질 행동 고르기 

- 대화내용과 일치하는 문장 고르기 

2. 국어활동 6-1 나 P. 218~227의 글 <억지와 주장의 

차이>를 읽고 내용 파악하기 

- 글의 내용 파악하기 

- 주장과 억지의 차이점 이야기해보기 

- 문장의 앞뒤가 어울리게 글 고치기 연습 

3. TOPIK 쓰기 

- 교정 부호 외우기 

- 문장 구성하기:52번 유형 (P. 32~) 문제 1~5 문제 풀기 

- 해당 유형에서 사용되는 어휘 익히기 

3 주 

(20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신라와 법흥왕, 선덕여왕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2. TOPIK II 읽기 유형 (13~15번, 합격레시피 P. 

104~108) 

-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순서대로 나열하기 

- 주요 주제 및 어휘 익히기 

3. 문화 및 역사 수업 

- 신라시대 주요 특징 알기 (골품제, 다양한 유적, 왕의 

호칭 등) 

- 법흥왕 및 선덕여왕의 주요업적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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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27 일)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남북국 시대 – 

통일신라와 발해 

1. Warm-Up: 영상 및 신문기사를 통해 최근 시사 및 

역사,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야기하기 

2. TOPIK II 읽기 유형 (16~18번, 합격레시피 P. 

109~114/ 읽기 10 번 유형, 합격레시피 P. 126~128 ) 

-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 선택하기 

- 그래프 보고 이해하는 법 알기 

- 글의 전체적인 주제 파악하는 방법 익히기 

- 다양한 어휘 익히기 

3. 문화 및 역사 수업 

- 남북국시대의 핵심 알기 

- 신라가 통일되는 과정 파악하기 

- 발해의 건국 이해하기 

12 월 

TOPIK II 

1학기 학습 다지기 

말과 글로 표현하기 

1. TOPIK II 유형 파악하기 

2. 한학기 동안 배운 부분 중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하고 해결하기 

3. 말과 글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기  

1 주 

(4 일) 

TOPIK II 듣기 유형파악 

TOPIK II 읽기 유형파악 

쓰기 복습 

1. TOPIK II 듣기 유형 (14~16번, 합격레시피 P. 76~83/ 

3번, 합격레시피 P. 129~131) 

- 안내방송, 뉴스, 인터뷰 등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 

익히기 (17~20번 듣기, P. 96~103도 참고) 

2. TOPIK II 읽기 유형 (합격레시피 실전모의고사 3급) 

- 실전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기 (읽기) 

-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확인하기 

3. 쓰기 51~52번 유형  

- 합격레시피 P. 115~125의 문제 풀기 

- 문장 구성 시 자주 틀리는 부분 확인하기 

2 주 

(11 일) 
학기말 고사 

1. 학기말고사 (10:00~10:50)  

2. TOPIK II 쓰기 (쓰기 교재, 합격레시피 P. 132~137 

참고) 

- 원고지 사용법 배우기 

3 주 

(18 일) 
세계의 성탄절 

1. 시험 정답 확인, 해설 

2. 세계의 성탄절에 대해 각각 조사해 보고 이야기하기 

- 미리 숙제로 관심있는 다른 나라의 성탄절 풍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기 



바 르 셀 로 나   한 글 학 교 

COLEGIO COREANO DE BARCELONA 

 

3.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혹은 캐롤 가사 받아쓰기 

퀴즈 

★ 학습계획서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 및 관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행교재 

-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쓰기, (주) 시대고시기획 

-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I 한 번에 통과하기, (주) 시대고시기획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합격레시피, 한글파크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I 합격레시피 실전모의고사, 한글파크 

- 국어활동 6-1 나  

** Warm-Up: 해당 시간에 진행될 영상 및 신문 기사 등의 주제는 학생의 관심사 및 최근 이슈 등에 따라 각 주에 

선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