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과정 
1 월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메인기사 작심삼일 위대한 남극 탐험가들 위대한 식물학자 ‘조지워싱턴 카버’ 쌀 서 말로 석 달을 살아라?

논술활동

나의 새해 결심과 그렇게 정한 까

닭과 실천 방법, 실천하면 좋은 점 

등을 써 본다. 

아문젠과 스콧 중에 옳은 행동을 

한사람은 누구인지 정하여 내 생각

과 그 까닭을 써 본다.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그 꿈을 정

한 까닭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지 등

을 써 본다.

이야기를 읽고 박부자의 며느리가 

되지 못한 처녀들에게 합당한 이유

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알맞은 도움말 일기쓰기 칭찬하는 말 단위 나타내는 말

통합 열두 동물 지구온난화 감기예방 겨울철 놀이

한자 남녀[男女]    노기[老己]    성명[姓名]   문답[問答]

위인 나폴레옹 고상돈 지석영 앤드류 카네기

칼럼 탕수육이 왔어요 세종기지 땅콩 이야기 경주 최부잣집 가훈

만화 경제-수출은 왜 하는 걸까요? 경제-수입은 나쁜 걸까요? 경제-수입한 물건은 왜 비쌀까? 경제-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가요?

직업 직업의 세계- 변호사 직업의 세계- 과학자 직업의 세계- 한의사 직업의 세계- 감정평가사

2 월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메인기사 우리의 전통명절 ‘설’ 눈은 어떻게 내릴까요? 공룡의 이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쥐를 찾아온 새들

논술활동

우리 집의 가족관계도를 그려보고, 

설날에 한 일과 느낌에 대하여 ‘나

의 설날’이란 제목의 글을 쓰는 활

동을 한다.

눈이 내리는 그림을 보고, 각각의 

모습과 그에 대한 나의 느낌을 쓰

는 활동을 한다.

리처드오언처럼 거대한 동물 화석

을 발견한다면 어떤 이름과 생김새

일지 생각하여 써 본다.

생쥐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 보고, 

꿩 또는 비둘기의 입장에서 생쥐에

게 사과하는 편지를 써 본다.

국어 의인법 인물의 성격 자기소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

통합 겨울스포츠  학교 가기 전 생활습관 내몸은 소중해요 학교의 이곳저곳과 규칙

한자 언행[言行] 정직[正直] 화합[和合] 소중[所重]

위인 황희 고갱 리처드오언 파브르

칼럼 씨름 눈치우기 포스트잇 이야기 2월은 왜 28일일까?

만화 경제-경제란 무엇일까요? 경제- 경제는 왜 안 좋아질까요? 경제-경제활동의  다섯 친구 경제- 돈은 왜 만들어졌나요?

직업 직업의 세계- 행정가 직업의 세계- 화가 직업의 세계- 프로그래머 직업의 세계- 스튜어디스



S 과정 
3 월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메인기사 삼일절과 나라사랑 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바퀴의 원리 [과학논술] 새들의 왕은 누가 될까?

논술활동

삼일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삼일

절과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돈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

법과 동전을 저금하는 민수의 행동

에 대해 내 생각을 써 본다.

바퀴의 유래와 역사, 바퀴의 원리 

등을 알아보고, 탄성 에너지를 이

용한 바퀴 모형 실험을 진행해 본

다.

내가 산신령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새들의 왕을 뽑을지 나의 의견과 

까닭을 써 본다.

국어 글쓴이의 경험 맞장구치는 말 수수께끼 고운말 쓰기

통합 몸이 아플 때 대처법 친구 봄 날씨 봄에 하는 일

한자 부부[夫婦] 가문[家門] 조손[祖孫] 효자[孝子]

위인 유관순 슈바이처 최무선 베토벤

칼럼 롤링 * 비닐 미다스

만화 경제-돈은 누가 만들까요?
경제-돈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간다?
경제-물건값은 누가 정할까? 경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직업 직업의 세계- 성악가 직업의 세계- 회계사 직업의 세계- 조종사 직업의 세계- 통역사

4 월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메인기사 봄의 불청객 ‘황사’ 정글의 법칙, 무인도 살아남기 꽃씨를 나누어준 임금님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대첩

논술활동

황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봄

의 불청객 황사’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생수 1리터, 휴대용 칼, 손전등 등

만이 주어진 무인도 생활에서 살아

남아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여 써 본다.

글을 읽고 임금님의 행동에 대한 

의견과 그 까닭을 쓰고, 자신의 경

험 중 ‘정직’과 관계된 이야기를 생

각하여 써 본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맞아 축하의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한다.

국어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설명문쓰기 일이 일어난 차례 주제 찾기 

통합 일기예보  일회용품 친척호칭 친척의 소중함 

한자 문화[文化] 생활[生活] 백천[百千] 만년[萬年]

위인 손기정 코페르니쿠스 셰익스피어 이순신

칼럼 마라톤 암스트롱 돈키호테 이면

만화 경제-시장이란? 경제-상인은 왜 필요할까요? 경제-왜 우리농산물을 ? 경제-  옷을 왜 중국에서 만들까?

직업 직업의 세계- 아나운서 직업의 세계- 마도로스 직업의 세계- 소설가 직업의 세계- 해군제독



S 과정 
5 월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메인기사 놀이공원에 간 진우 인간과 문명 유엔은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갈모를 빌려준 선비

논술활동

놀이공원에서 만약 진우처럼 길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여 

써 본다.

인간에게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

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과 

글’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

여 써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불행, 희망, 지도

자, 세계평화, 전쟁, 환경, 우리나

라’ 등의 낱말을 넣어 ‘유엔’을 설

명하는 글을 써 본다.

갈모를 빌려주었던 선비가 젊은이

에게 한 행동에 대한 의견과 그 까

닭을 써 보고, 젊은이의 입장에서 

선비에게 사과 편지를 써 본다.

국어 자신 있게 말하기  틀리기 쉬운 낱말 충고하는 말  여러 가지 말놀이

통합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  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  여름을 건강하게 

한자 심신[心身]   수족[手足] 이목[耳目]  구비[口鼻] 

위인 페스탈로찌 석가모니 루스벨트 스티브잡스

칼럼 교과서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난다의 등불 유엔 사무총장 실리콘밸리

만화 경제- 회사란 무엇인가? 경제-  회사가 잘 되려면?  월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 왜 어린이는 요금을 싸게 받을까?

직업 직업의 세계- 외교관 직업의 세계- 유치원교사 직업의 세계- 국제기구 종사자 직업의 세계- 웹디자이너

6 월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메인기사 올바른 부자 록펠러 무서운 전기, 감전사고 조심  지레의 원리 [과학논술] 덕수궁에 대포를 쏜다고?

논술활동

록펠러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

을 써 보고 내가 록펠러의 상황이

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도 써 본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써 본다.

모형 조립을 통해 지레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에게 커다란 지렛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

각하여 써 본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임스 

딜이 대포를 쏘지 말라고 한 까닭

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

로 써 본다.

국어 흉내 내는 말 띄어 읽기 문장 부호 그림일기 쓰기

통합 배려하는 생활 장마철 건강관리 에너지를 아껴라 6월 25일이 무슨 날이지?

한자  동서 [東 西] 남북 [南 北] 춘하 [春 夏] 추동 [ 秋 冬]

위인 김정호와 대동여지도 에이브러햄 링컨 갈릴레오 갈릴레이 세종 대왕

칼럼 입이 두 개 달린 사람 석가탑과 다라니경 음식물은 어떻게 똥이 될까? 일기는 나만의 소중한 역사책

만화 경제- 돈을 쓰는 것은 나쁜가요? 경제- 왜 돈을 벌어야 하나요? 경제-세금은 무엇일까요? 경제- 어린이도 세금을 낼까요?

직업 직업의 세계- 디자이너 직업의 세계- 경찰관 직업의 세계- 공학자 직업의 세계- 군인



S 과정 
7 월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메인기사 신문은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지 

않아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조심하기  청개구리 이야기

논술활동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만들어 한 편의 기사문을 쓰는 활

동을 한다.

캘리 박사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켈리 박사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써 본다.

민수 할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완성

한 뒤, 민수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께 드리고 싶은 말을 써 본다.

병이 난 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청

개구리의 모습을 상상하여, 뒷이야

기를 꾸며 써 본다.

국어 기억에 남는 일 쓰기 이어주는 말 꾸며 주는 말 높임말과 예사말

통합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지? 여름은 교향악단? 여름 방학 계획 미리미리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

한자 상 하 [上 下] 중 간 [ 中 間] 다 소 [多 少] 장 단 [長 短]

위인 서재필 헬렌켈러 장영실 우장춘

칼럼 인쇄술 이야기 어리석은 말벌 강감찬과 귀주대첩 노래자 이야기

만화 경제-저축은 왜 해야 할까요? 돈을 마구 만들면 부자가 될 텐데? 경제-이자란 무엇일까요?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직업 직업의 세계- 기자 직업의 세계- 의사 직업의 세계- 소방관 직업의 세계- 농부

8 월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메인기사 내 손에 나쁜 병균이 묻어 있어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캠핑을 다녀왔어요.  토끼의 재판

논술활동

여름철에 병에 걸리지 않을 방법을 

알고, 배탈이 난 수현이에게 편지

를 쓰는 활동을 한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독도

는 우리 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한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여행을 

갔던 경험을 기행문의 형식에 맞추

어 쓰는 활동을 한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우고,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쓰는 

활동을 한다.

국어 편지로 마음을 전해요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기행문 시간을 나타내는 말

통합 여름 해충 예방법 개학 준비 안내 절기를 구분한 우리 조상-처서 차례를 지켜요

한자 전 후 [前 後] 좌 우 [ 左 右] 내 외 [內 外] 출 입 [出 入]

위인 나이팅게일 이육사 혜초 마리 퀴리

칼럼 가시철조망 발명 -조셉 슬기로운 병원장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황금을 실은 배

만화 어린이도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별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경제-돈을 보내요 경제- 은행의 은행 한국은행

직업 직업의 세계- 간호사 직업의 세계- 시인 직업의 세계- 관광가이드 직업의 세계- 판사



S 과정 
9 월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메인기사 나도 할 수 있어 즐거운 명절 ‘추석’  수원화성과 거중기 [과학논술] 두더지의 신랑감

논술활동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다시 글로 쓰는 활동을 한

다.

추석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5가

지 낱말을 쓴 뒤, 그 낱말들을 연

결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석을 설명

하는 글을 써 본다.

모형 조립을 통해 도르래의 원리를 

이해해 보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써 본다.

내용을 파악하여 두더지 부부와 손

님의 대화를 완성하고,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골라 그 이유

와 고마움을 글로 써 본다.

국어 생각에 알맞은 까닭 비슷한 말, 반대말 말소리의 길이 알맞은 인사말

통합 여럿이 사용하는 물건 추석의 의미 이웃 사촌은 옛말? 애국가, 태극기

한자 우 마 [牛 馬] 견 양 [犬 羊] 조 어 [鳥 魚] 패 충 [貝 蟲]

위인 멘델 공자 정약용 신사임당

칼럼 겁쟁이 비둘기 조나단 이순신 장군과 강강술래 엘리베이터 이야기 현모양처-신사임당

만화 경제- 은행이 망하면? 경제- 신용카드는 돈 만드는 기계 신용카드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신용의 중요성

직업 직업의 세계- 은행원 직업의 세계- 요리연구가 직업의 세계- 건축가 직업의 세계- 동양화가

10 월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메인기사
5천 년 전 10월 3일에는 무슨  

일이?

나무들이 빨강, 노랑 옷을 

입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개는 색깔을 볼 수 있을까?

논술활동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

단히 쓰고, ‘호랑이’와 ‘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써 본다.

동화 작가가 되어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를 글과 함께 쓰는 활동을 

한다.

이야기를 읽고, 일기의 형식에 맞

게 일기를 완성해 보는 활동을 한

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것’에 관

한 생각을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에서 알맞은 이유와 함께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써요 빗대어 표현해요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포함하는 말, 포함되는 말

통합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 가을이 왔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어디서 왔을까? 북한과 같은 점, 다른 점

한자 죽림 [竹林] 화초 [花草]  청홍 [靑紅] 백색 [白色]

위인 김 구 비발디 최 영 다윈

칼럼 로마 시조 이야기 알롱고아 윤 회 오수 개 이야기

만화 경제- 할인점 카트의 비밀 경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의 비밀 손님을 불편하게 만든다? 편의점의 물건 진열법

직업 직업의 세계- 선생님 직업의 세계- 사진작가 직업의 세계- 보석디자이너 직업의 세계- 수의사



S 과정 
11 월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메인기사 방을 빼앗긴 우암 송시열 샤프펜슬 이야기 국민이 주인인 제도, 민주주의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논술활동

충청수사의 입장과 자신이 송시열 

선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써 본다.

리모컨을 쉽게 찾거나 리모컨 없이

도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릴 수 있

는 방법을 글로 쓰는 활동을 한다.

자신이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생각

하여 인사와 자기소개, 약속과 계

획, 마지막 인사와 부탁 등의 순서

로 연설문을 써 본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

에게 해 주고 싶은 충고를 생각해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각각

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본다.

국어 포함하는 말 포함되는 말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부탁하는 글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 이야기

통합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아름답고 멋스러운 우리 옷, 한복 나라마다 인사하는 법도 제각각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한자 천지 [天地] 자연 [自然]  강산 [江山] 하천 [河川]

위인 톨스토이 라이트 형제 마하트마 간디 문익점

칼럼 이순신 장군과 오동나무 톰 할아버지와 영리한 펑키 간디의 신발 한 짝 욕심 많은 원숭이

만화 경제-테이크아웃 상품은 왜 쌀까? 경제- 사은품은 공짜일까? 경제- 세일을 하는 이유 경제- 허생전 이야기

직업 직업의 세계- 대학교수 직업의 세계- 변리사 직업의 세계- 정치가 직업의 세계- 프로듀서

12 월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메인기사 호텔지배인이 된 시골청년 소문난 구두쇠 자린고비이야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과학논술] 거꾸로 배달된 크리스마스선물

논술활동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의 인물

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초청장을 

써 본다.

자린고비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가

치판단을 하고 나서, 나라면 어떻

게 했을 지 써 본다.

시계의 톱니바퀴에 대해 알아보고 

기어의 원리를 모형조립을 통하여 

탐구해 본다.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께 크리스마

스 선물을 드린다고 가정하여 선물

과 함께 보낼 편지를 형식에 맞추

어 써 본다.

국어 인형극은 종류도 가지가지~ 가리키는 말, 무엇을 가리키나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요 우리말의 알맞은 순서

통합 동장군이 와도 끄떡없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길고 긴 겨울방학 우주에서도 크리스마스

한자 대한 [大韓]  민국 [民國]  군인 [軍人]  안전 [安全]

위인 광개토대왕 왕건 아인슈타인 예수

칼럼 시간은 돈이다 자린고비와 굴비 태양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타클로스의 유래

만화 경제- 시간이 돈이다 왜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쌀까? 경제- 왜 겨울에 에어컨을 팔까? 경제- 집값은 올라야 좋은가?

직업 직업의 세계- 호텔리어 직업의 세계- 사회복지사 직업의 세계- 수학자 직업의 세계- 성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