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과정
7 월 7월 1주 - 교과서논술 7월 2주 - 교과서논술 7월 3주 - 시사논술 7월 4주 - 과학논술

커버스토리 우리는 태양계 가족 여우와 신 포도 세계의 기발한 쓰레기통 안전벨트의 역사와 중요성

논술활동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의 특성을 이

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

서 살아보고 싶은 행성을 골라 주

장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여우와 신 포도’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우가 한 행동

에 대해 자신이 느낀 생각을 쓰는 

활동을 한다.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

신이 만든 쓰레기통이 어떻게 쓰레

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안전벨트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것을 바탕으로 안전벨트의 중요성

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

동을 한다.

국어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요 글에 담긴 마음 문단의 짜임 표현하는 글을 통해 마음 전하기

통합 우리 고장의 위치 기초 탐구 활동 지도에 쓰이는 약속 물체와 물질

고사성어 형설지공(螢雪之功) 고진감래(苦盡甘來) 대우탄금(對牛彈琴) 동병상련(同病相憐)

영어회화 식당에서 주문할 때 필요한 영어 추가 음식이나 디저트 주문하기 음식 맛에 대해 이야기하기 계산하기

인명사전 에드윈 파월 허블 설총 왕가리 무타 마타이 칼 프리드리히 벤츠

민속놀이 제기차기 씨름 투호놀이 까막잡기

칼럼/주말 별마로 천문대 우리나라의 우화 심각한 쓰레기 문제 삼성화재교통박물관

문화유산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타지마할 반디아가라 절벽 마추픽추

8 월　 8월 1주 - 철학논술 8월 2주 - 과학논술 8월 3주 - 교과서논술 8월 4주 -교과서논술

커버스토리
스스로를 경계하거나 가르침으로 

삼는 말 ‘좌우명’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할까? 언어의 네 가지 특성 방귀쟁이 며느리

논술활동

좌우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

만의 좌우명을 만들어 보는 시간

을 갖는다.

‘지진’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
한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
는 활동을 한다.

언어의 네 가지 특성이 무엇인지 알

고, 각각의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방귀쟁이 며느리’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며느리에게 시부
모님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쓴다.

국어 국어사전에 담긴 낱말 문학의 감동 표현하기 대화 예절 시와 이야기의 감동 나누기

통합 우리 고장의 환경 계절에 따른 우리 고장의 모습 물질의 성질과 쓰임새 물질의 상태

고사성어 죽마고우(竹馬故友) 우공이산(愚公移山) 삼고초려(三顧草廬) 풍전등화(風前燈火)

영어회화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손을 흔들어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헤어질 때의 인사말

인명사전 빌리 브란트 제임스 허턴 노암 촘스키 루이 브라유

민속놀이 자치기 고누 구슬치기 딱지치기

칼럼/주말 공자의 제자들 사북석탄유물보존관 언어가 지니는 힘에 대하여 임진각 관광지

문화유산 황산 베제르 계곡의 선사유적지와 동굴벽화
웨스트민스터 궁전, 사원과 세인트 
마거릿 성당

치젠이트사



R 과정
9 월  9월 1주 - 철학논술  9월 2주 - 과학논술  9월 3주 - 사회논술  9월 4주 - 교과서논술

커버스토리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 외계인은 있을까? 국회는 어떤 곳일까요? 노극청 이야기

논술활동

동서양의 문화가 지닌 차이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인지 설명하는 글을 쓴다.

외계인이 있다는 가정 하여 평화 

협상을 위한 대표가 되어 외계인

을 설득하는 글을 써 본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고, 자

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 본다.

가난하지만 청렴했던 인물을 통해 

본받아야 할 점을 알고, 두 등장

인물 중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당

한지 근거를 들어 써 본다.

국어 부탁하는 글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 이야기 간추리기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통합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자석과 물질 자석의 극 이동 수단과 의사소통 수단

고사성어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심전심(以心傳心) 백미(白眉) 함흥차사(咸興差使)

영어회화 비행기를 타요1 비행기를 타요2 비행기를 타요3 비행기를 타요4

인명사전 닉 부이치치 허버트 조지 웰스 토마스 제퍼슨 이규보

민속놀이 손뼉치기 두꺼비집짓기 비석치기 강강술래

칼럼/주말 ‘다름’과 ‘틀림’의 차이 보현산 천문대와 소백산 천문대 정당이란? 여당과 야당 강화도 고려궁지

문화유산 앙코르 유적지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몽생미셸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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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책을 대신해 총을 든 학생들 로자의 용기 있는 행동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연오랑과 세오녀

논술활동

학도병과 한국 전쟁에 대해 이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식에 

맞추어 편지를 써 본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야생의 멧돼지가 도시로 내려오는 

까닭을 파악한 뒤, 산 입구에 붙일 

안내문을 작성해 본다.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연오랑이 

되어, 신라로 돌아갈 수 없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이야기에서의 원인과 결과 등장인물 말투의 효과 표준어 그리고 방언 독서 감상문

통합 이동 수단의 발달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감사하는 생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고사성어 수어지교(水魚之交) 교각살우(矯角殺牛) 오리무중(五里霧中) 백문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

영어회화 식당 예약하기 호텔에서1 호텔에서2 병원에서

인명사전 이호철 해리엇 비처 스토 다이앤 포시 일연

민속놀이 널뛰기 장기 윷놀이 죽마놀이

칼럼/주말 민간인 노무단 수원 화성 안내문이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문화유산 가나의 성채 자유의 여신상 페르세폴리스 바티칸



R 과정
11 월  11월 1주-과학논술  11월 2주-인문논술  11월 3주- 상식논술  11월 4주 -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진화하는 인간 축복받은 성격 신호등의 의미와 역사 원효와 의상

논술활동

진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미

래의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추측하는 활동을 한다.

다양한 성격이 가진 각각의 장점

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축복받은 성격은 무엇일지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호등이 지닌 역사와 의미를 확인해 

보고, 나라면 어떤 신호등을 만들지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를 읽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 중 누가 더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국어 간단하게 적기 인물의 성격 문장을 알맞게 의견의 적절성 판단

통합 배추흰나비 관찰하기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와 역할 땅에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고사성어 금의환향(錦衣還鄕) 미생지신(尾生之信) 어부지리(漁父之利) 와신상담(臥薪嘗膽)

영어회화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옷차림새를 말해요 친구와 약속을 정해요 취미를 이야기해요

인명사전 니콜라스 스테노 지그문트 프로이트 가렛 모건 의상대사

민속놀이 술래잡기 격구 굴렁쇠 굴리기 땅따먹기

칼럼/주말 종교와 과학, 창조론과 진화론 영양 선바위 관광지 세계의 다양한 신호등 모습 원효암

문화유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쾰른 대성당 스톤 헨지

12 월  12월 1주 - 과학논술  12월 2주 - 과학논술  12월 3주 – 교과서논술  12월 4주 - 역사논술 

커버스토리 냉장고의 역사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 흰수염 고래 시(詩)란 무엇일까요? ‘가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논술활동

냉장고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10년 뒤의 냉장고는 어떠한 모습

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는 글을 

쓴다.

흰수염고래에 대해서 알고, 흰수

염고래의 크기가 커진 까닭을 설

명하는 편지를 쓴다.

시란 무엇인지 정리하고, 자신의 경

험을 살려 한 편의 시를 완성한다.

가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살

피고 가야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

을 써 본다.

국어 주장하는 글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대상의 특성을 살려 설명하기 의견에 따른 근거

통합 이동 수단 변화에 따른 생활 모습 오늘날 이동 수단의 문제점과 원인 소중한 자원 흙 주변의 동물

고사성어 과유불급(過猶不及) 계란유골(鷄卵有骨) 맹모삼천(孟母三遷) 설상가상(雪上加霜)

영어회화 주말 계획을 이야기해요 제안하기와 거절하기 길안내 하기 전화하기

인명사전 제임스 해리슨 허먼 멜빌 서정주 홍이섭

민속놀이 수건돌리기 팽이치기 풍등놀이 물수제비 뜨기

칼럼/주말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 울산 장생포 고래 박물관 시의 형식과 갈래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문화유산 기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진시황릉 폼페이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