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과정
1월　  1월 1주 - 교과서논술  1월 2주 - 역사논술  1월 3주 - 교과서논술  1월 4주 -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기사문은 어떻게 쓸까? 김옥균의 3일 천하 정체 불명의 기념일, 기념해야 해? 세계 최고인 우리 조상의 인쇄술

논술활동

기사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사문을 읽고 쓰는 방

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갑신정변의 배경과 경과 및 실패 

원인에 대하여 논술활동을 함으로

써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미를 이

해하고 평가한다.

정체불명의 기념일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찬반 입장선택형 논술활동을 

통하여 논증훈련을 한다.

인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고려인의 금속활자 발명에 대

하여 논술활동을 함으로써 사고력

을 확장한다.

국어 한글의 제자 원리 한자어와 외래어 쉬운말로 바꾸기 문장의 호응관계 연설문, 어떻게 쓸까?

통합 어린이 비만 어떻게 예방할까? 여성 참정권 이야기 변하고 또 변하는 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물들

고사성어 漁父之利(어부지리) 五里霧中(오리무중)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 吳越同舟(오월동주)

영어동화 Let's make a snowman Let's make a snowman Let's make a snowman Let's make a snowman

위인전기 조지프 퓰리처 김옥균 슈베르트 박병선 박사

한국사만화 강화도조약 동학농민전쟁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일제강점기

칼럼 언론의 노벨상 퓰리처상 갑신정변, 3일동안 무슨 일이? 슈베르트와 베토벤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진로/학과 광고홍보학과 일어일문학과 성악과 인쇄학과

2 월　 2월 1주- 역사논술 2월 2주-교과서논술 2월 3주- 실용문쓰기 2월 4주- 시사논술

커버스토리 한반도에서 문명의 시작 하얀 거짓말, 해도 될까? 일기를 올바르게 쓰자 달력은 누가 만들었을까?

논술활동

신석기 시대의 주요 특징과 생활

환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의 어린이가 되어 살

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여 써 본다

하얀 거짓말에 대한 자신의 사례

를 생각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얀 

거짓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

하여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커버스토리에

서 배운 일기 쓰기 방법론에 입각하

여 써 봄으로써 올바른 일기 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달력이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상

상문을 써 본다.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각 상황별 논리 전개를 통

하여 시사논술 능력을 배양한다.

국어 문장의 종류 이야기의 구성요소 인물의 성격 경험담

통합 우리 고장의 위치 촌락의 생활 모습 무게와 질량 새학년 준비

고사성어 刮目相對(괄목상대) 刻舟求劍(각주구검) 改過遷善(개과천선) 結草報恩  (결초보은)

영어동화 Oh,myparrot Oh,myparrot Oh,myparrot Oh,myparrot 

위인전기 손보기 안창호 마르코폴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국사만화 문명의 시작,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의 성장과 쇠퇴

칼럼 신석기 혁명, 빗살무늬토기 목숨을 건 약속 안네의 일기 클레오파트라

진로/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B 과정
　3 월 3월 1주- 역사논술 3월 2주-교과서논술 3월 3주- 철학논술 3월 4주- 시사논술

커버스토리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동물들의 하소연 경험이 중요할까, 생각이 중요할까? 초등생 스마트폰, 약? 독?

논술활동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가치판단

을 해 보고 ‘만약’이라는 가정 하

에 어떻게 역사가 변화될 수 있

는지 추론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역사논술의 방법을 익힌다.

유기동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

해 보고 동물을 키우는 올바른 자

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표

현해 본다.

학문의 사조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

하고 현실과 부합하여 설명하는 훈

련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대입 논술 

유형을 이해한다.

스마트 기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능력을 배양한

다.

국어 학급 회의 복수 표준어 상황에 따른 문장 사용 짜임새 있는 문단

통합 변화하는 촌락 촌락의 문제 해결하기 생명의 물 아껴 쓰기 씨앗관찰 및 싹 틔우기

고사성어   曲學阿世 (곡학아세) 空中樓閣  (공중누각) 過猶不及  (과유불급) 巧言令色(교언영색) 

영어동화 A trial of the smart  rabbit A trial of the smart  rabbit A trial of the smart  rabbit A trial of the smart  rabbit

위인전기 사마천 제인 구달 소크라테스 알프레드 노벨

한국사만화 고구려의 건국 백제의 건국 신라의 건국 고구려의 발전

칼럼 고구려의 도읍지 초나라 장왕 애마의 장례식 고대 그리스의 성장과 쇠퇴 스마트워크

진로/학과 사학과 수의과대학 철학과 전자공학과

　4 월 4월 1주- 세계역사논술 4월 2주- 교과서논술 4월 3주 - 경제논술 4월 4주-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관포지교 이야기 에너지 부족, 어떻게 해결할까? 세금이란 무엇인가? 살수대첩과 을지문덕

논술활동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포

숙아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

고 올바른 우정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표현해 본다.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본다.

세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납세

자, 소비자,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고 납세 의무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한다.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의 지략을 바탕으로 나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상상력과 사고력을 배양한다.

국어 원고지 사용법, 교정부호 독서토론 시 읽고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대화

통합 도시에는 왜 사람이 많을까 도시의 문제 해결하기 식물들은 어떻게 대를 이을까? 화산 활동의 피해와 이로운점

고사성어 狡兔三窟(교토삼굴) 口尙乳臭(구상유취) 九死一生(구사일생) 九牛一毛  (구우일모)

영어동화 I am OK I am OK I am OK I am OK

위인전기 강태공 레이철 카슨 케인즈 비스마르크

한국사만화 고구려의 발전 백제의 발전 신라의 발전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칼럼 개자추와 한식 석유 이용의 역사 경제이야기 만화로 지면대체 난중일기

진로/학과 중어중문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 육군사관학교



B 과정
　5 월 5월 1주-과학논술 5월 2주 - 교과서논술 5월 3주 - 역사논술 5월 4주- 실용문쓰기

커버스토리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텔레비전은 바보상자? 정보상자? 삼국통일의 과정과 의미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나의 꿈

논술활동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념, 원인, 

영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보고 해경방안 등에 관한 나

의 생각을 표현해 본다. 

텔레비전의 장단점 및 프로그램 

선택기준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텔레비전 시청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본다.

삼국통일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

과 의미를 생각하고 신라의 삼국통

일에 대한 역사관을 확립한다.

자신이 태어나 자라온 일을 마인

드맵을 통해 분석한 후 실제로 자

서전을 써 보고 미래의 꿈을 디자

인해 본다.

국어 의견이 드러나는 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서평과 책 고르기 낱말의 종류

통합 계획 도시- 신도시 지진은 무서워요 지역의 문제, 민주적 해결 지방 선거

고사성어 勸善懲惡 (권선징악) 捲土重來  (권토중래) 錦上添花(금상첨화) 起死回生(기사회생)

영어동화 The red cap The red cap The red cap The red cap

위인전기 앨 고어 존 로지 베어드 연개소문 정주영

한국사만화 안시성 싸움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 당나라를 몰아낸 신라

칼럼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난민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 황산벌 싸움 정주영과 현대조선소

진로/학과 환경공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건축학부

　6 월 6월 1주-시사논술 6월 2주- 상식논술 6월 3주- 교과서논술 6월 4주-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될 미래 계륵 이야기 저작권, 함께 지켜 나가요 승정원 일기

논술활동

인공지능으로 인해 미래는 어떻

게 바뀌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적

응해야 하는지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계륵’이라는 말의 활용법을 익히

고 양수와 조조의 행동에 대한 가

치 판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논

술 훈련을 한다.

저작권과 창작활동의 상관관계에 대

하여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편지 글을 통하여 표

현해 본다.

승정원일기의 작성 과정과 가치,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국어사전에서 낱말 뜻 찾기 시를 바꾸어 써요 독서감상문과 독서발표회 칭찬하는 말, 사과하는 말

통합 지방자치단체 생활 속의 여러 가지 혼합물 서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고사성어 杞憂 (기우) 難兄難弟  (난형난제) 囊中之錐  (낭중지추) 內憂外患  (내우외환)

영어동화 We are from the pizza  world We are from the pizza  world We are from the pizza  world We are from the pizza  world

위인전기 월드컵을 빛낸 영웅들 손자 빌 게이츠  정도전

한국사만화 해동성국, 발해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와 청해진 견훤과 궁예

칼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품들 철저한 준비 모죽 이야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란? 경국대전 이야기

진로/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국어국문학과 컴퓨터 공학과 비서학과



B 과정
　7 월 7월 1주 - 교과서논술 7월 2주 - 역사논술 7월 3주- 시사논술 7월 4주 사회논술

커버스토리 님비 현상이 뭐야? 통일신라 경순왕의 선택 태풍이란 무엇인가? 신분질서와 직업관의 변화

논술활동

 님비현상으로 인한 문제점과 극

복 방안에 대하여 글을 써 봄으

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술 훈

련을 해 본다.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기와 고려의 

통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과 그에 반대한 마

의태자의 행동에 대한 논술 토론 

활동을 해 본다.

태풍의 발생과 경로, 소멸 과정과 

피해유형, 대책 등 태풍에 관한 제

반 지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논술훈련을 해 본다.

사농공상의 동양적 신분질서의 형

성과정과 변화된 현대적 직업관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 각 직업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쓰기를 통해 

논술훈련을 해 본다.

국어 전기문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낱말 이야기의 주제

통합 바른 식생활과 운동 소중한 약속 실천이 중요해 파도때문에 땅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매결연과 도시와 농촌

고사성어 多多益善 (다다익선) 螳螂拒轍  (당랑거철) 大器晩成  (대기만성) 同病相憐  (동병상련)

영어동화 A foolish donkey A foolish donkey A foolish donkey A foolish donkey

위인전기 테레사 수녀 김부식 에드워드 로렌츠 임상옥

한국사만화 고려의 건국 후삼국의 통일 고려의 성장 강감찬과 귀주대첩

칼럼 어느 교도소 체육대회 마의 태자 이야기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움직이는 슈퍼마켓, 보부상

진로/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기상학과 세무회계학과

8 월　 8월 1주- 시사논술 8월 2주-실용문쓰기 8월 3주-교과서논술 8월 4주-역사논술

커버스토리 인류 평화의 제전, 올림픽 기행문을 써 봅시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려면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논술활동

올림픽 종목 선정 기준에 입각하

여 종목선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

명과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기행문의 의미와 쓰는 방법에 대

하여 알아보고 자신의 여행경험을 

기록문으로 작성한 후 기행문으로 

완성하는 논술 훈련을 해 본다.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생각해 

보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자기

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해 본

다.

대몽 항쟁 전략에 대하여 비판하

는 글을 써 봄으로써 고려 말기의 

정치 구조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

국어 내 마음을 편지로 전해요 표준어와 방언 이야기 꾸며 쓰기 인상적인 부분의 효과

통합 여름철, 고체온증 저체온증 조심 기우제와 기청제 뼈와 근육이 하는 일 뜨거운 냄비와 열의 이동

고사성어 馬耳東風 (마이동풍) 孟母三遷(맹모삼천) 矛盾(모순) 門前成市(문전성시)

영어동화 Germy billy Germy billy Germy billy Germy billy

위인전기 쿠베르탱 박지원 루이스 캐럴 임경업 장군

한국사만화 문벌 귀족의 득세와 무신정변 무신정권의 독재정치 몽골의 침략 대몽 항쟁

칼럼 서울올림픽 조선의 르네상스 '실학'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한 시골 소년 몽골군을 물리친 김윤후

진로/학과 불어불문학과 관광학과 영어영문학과 몽골어과



B 과정
　9 월  9월 1주 -실용문쓰기  9월 2주- 경제논술  9월 3주- 교과서논술  9월 4주-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안내문을 써 봅시다. 물건값은 누가 정할까? 자연보호?  자연 개발? 요동정벌과 위화도회군

논술활동

안내문의 의미와 쓰는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안내문 쓰

기 방법을 익혀 직접 써 보는 활

동을 해 본다.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 

가격 변동사례를 탐구하여 시장에 

대한 이해와 논술 능력을 배양해 

본다.

자연보호와 자연 개발이라는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을 분

석하는 사고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 근거를 바탕

으로 정리해본다.

요동정벌과 위화도회군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화도회군의 정당성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

국어 중요한 내용 간추려쓰기 제안하는 글 주장에 알맞은 근거 들어 토론하기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지켜야할 예절

통합 반성잘하는 사람이 발전한다 녹색생활! 녹색소비! 녹색성장 잊혀 가는 놀이를 찾아서 설탕물에 메추라기 알을 뛰워라?

고사성어 拔本塞源 발본색원  背水陣 배수진 百發百中  백발백중 四面楚歌  사면초가

영어동화 Belling the cat Belling the cat Belling the cat Belling the cat

위인전기 권정생 애덤 스미스 안견 태조 이성계

한국사만화 원나라의 지배 홍건적과 왜구의 출몰 왜구의 격퇴 친원파와 친명파

칼럼 권정생의 '몽실 언니' * 도화서는 무엇인가요? 조선의 건국이념

진로/학과 문예창작학과 * 산림자원학과 교육대학

10 월　  10월 1주 - 시사논술  10월 2주- 철학논술  10월 3주-교과서논술  10월 4주-역사논술

커버스토리 군대는 왜 필요할까? 동양의 사상, 유학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협동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

논술활동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이

해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유학의 다섯 가지 덕목의 종류를 

알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구체

적인 방법을 써 본다.

협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의 중요성

에 대하여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고 

한글 창제를 반대한 사람의 주장

에 반박하는 글을 논리적으로 써 

본다.

국어 글의 중심 생각 파악하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을 써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요

통합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그림자는 왜 생길까? 상징물에는 어떤뜻이 담겨있을까?

고사성어 似而非 사이비 殺身成仁  살신성인 蛇足  사족 四面楚歌  사면초가

영어동화 Sam the dog Sam the dog Sam the dog Sam the dog

위인전기 채명신 장군 맹자 케말 파샤 주시경 선생

한국사만화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정도전과 이방원 민족문화의 융성 한글의 창제

칼럼 용병제 공자님의 말씀 논어 형제의 나라 터키 조선어학회 사건

진로/학과 공군 사관학교 동양철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언어학과



B 과정
　11 월  11월 1주-역사논술  11월 2주-교과서논술  11월 3주- 교과서논술  11월 4주 -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 빛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문화. 함께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나라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논술활동

남이 장군과 영의정 강순의 행동

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논리적으로 써본다

빛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

형 문제의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힌

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겪

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술한다.

명․청 교체기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 논술한다.

국어 알쏭달쏭 외래어표기법 발표를 할때와 들을 때의 태도 시와 이야기에 담긴 세상 이야기에 반영된 현실의 모습

통합
지역 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

는 방법
지구와 달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원봉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구를 둘러싼 공기

고사성어 三十六計(삼십육계) 桑田碧海(상전벽해) 塞翁之馬 (새옹지마) 脣亡齒寒(순망치한)

영어동화   An Eagle and An Arrow   An Eagle and An Arrow   An Eagle and An Arrow   An Eagle and An Arrow

위인전기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 빌헬름 뢴트겐 넬슨 만델라 최명길

한국사만화 세조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칼럼 세조의 악연 이시애의 난 태양광 발전 서평 - 소설 완득이 비운의 장수 강홍립

진로/학과 한의과대학 물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농업경제학과

　12 월  12월 1주 - 교과서논술  12월 2주 - 경제논술  12월 3주 - 이야기글쓰기  12월 4주-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인구는 늘었는데 아이들은 

줄어든다고?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 하나 크리스마스 캐럴 조선의 통상수교거부정책

논술활동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문제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그

에 대한 문제해결형 논술 훈련을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논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

를 확보하는 훈련을 한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소설로 바꾸어 봄으로써 스토리 전

개 및 묘사, 서사 및 설명하는 문장

의 표현 훈련을 한다.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정책

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써 봄으

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는 논증 훈련을 한다.

국어 거센소리로 바뀌는 낱말 발음하기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 책 읽고 독서신문 만들기
비슷한 점 찾아 비유적으로 표현

하기

통합 누구나 똑같은 인권 시민 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 달나라에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별자리 관찰하기 딱 좋은 겨울밤

고사성어 食言(식언) 識字憂患(식자우환) 神出鬼沒 (신출귀몰) 實事求是(실사구시)

영어동화 Hurry up Hurry up Hurry up Hurry up

위인전기 맬서스 바스코 다가마 찰스디킨스 유길준

한국사만화 붕당 정치 영 정조 시대 세도 정치 흥선대원군과 통상수교거부정책

칼럼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 프란치스코 교황 흥선대원군의 생존비법

진로/학과 농과대학               * 연극영화과 국제통상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