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 과정
　1 월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메인기사 독장수 구구  이야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고양이 우리 고유의 난방문화 온돌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논술활동

독장수가 되어 있었던 일과 앞으

로의 다짐 등에 대한 일기글을 써

본다.

강아지와 고양이 중 키우고 싶은 

동물을 정하고 그 까닭에 대하여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온돌의 우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본다.

평강공주 입장에서 온달과의 결혼

에 대해 평원왕을 설득하는 편지

를 써 본다.

국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 낱말에 어울리는 자리 우리말로 숫자와 날짜를 세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통합 세계인의 새해맞이 풍습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대처 공기도 무게가 있을까?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

한자 의복[衣服]  의식주[衣食住]   전화[電話]   편리[便利]

위인 루이 파스퇴르 쇼팽 곽재우 김소월

칼럼 과학적인 보관용기 '독' 강아지 왈츠와 고양이 왈츠 우리의 전통가옥 한옥 죽어서도 공주를 기다린 온달

만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도토리 키 재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따 놓은 당상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 제천 의림지와 제림 문화유산-조선태조어진 자연유산-한라산 백록담 문화유산- 나주 신촌리 금동관

　

2 월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메인기사 자랑스러운 전통음식 ‘김치’ 황제펭귄의 겨울나기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짧아진 바지

논술활동

김치란 무엇인지, 김치 만드는 

법, 김치의 우수성, 김장풍습 등

을 설명하는 글을 써본다

펭귄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보고 수컷 황제펭귄의 생각과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하는 이유를 써본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나만의 

효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

을 써본다

국어 느낌을 살려 시를 읽어요. 안 할까? 하지 않을까? 시를 암송해요
‘잘주무셨어요?’‘수고하세요’

는 안 돼요.

통합 다른 듯 같은 세계의 명절 내 몸을 깨끗이 해요 관찰과 측정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한자  전답[田畓]  평야[平野]  공장[工場]  상가[商街]

위인 이 빙허각 아문센 잔다르크 정조 대왕

칼럼 김치냉장고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 슬로푸드 사도세자

만화 미꾸라지가 용 됐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물 다 
흐린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화유산- 부석사 무량수전 문화유산 - 진흥왕 순수비 자연유산- 환선굴



Y 과정
3 월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메인기사 왜 학교에 갈까요?  벨트 컨베이어 이야기 [과학논술] 로봇은 무엇일까요?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논술활동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

고 학교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써 

본다.

모형 조립을 통하여 벨트 컨베이어

의 원리와 실제적인 활용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본다.

도깨비의 고칠 점을 생각하여 하

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본다. 

국어 중심 낱말을 찾아라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요한 내용은 적어두어요 전화로 대화를 나누어요

통합 내가 이만큼 자랐어요 내 꿈아 무럭무럭 자라라 때와 장소에 알맞은 옷을 입어요 지도에 쓰이는 약속

한자 공기[空氣]  석양[夕陽] 교통[交通] 공해[公害]

위인 언더우드 박사 라브와지에 백남준 김용기

칼럼 우리나라 학교의 역사 컨베이어 벨트와 뫼비우스의 띠 로봇이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 새마을 운동

만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빛 좋은 개살구 사공이 너무 많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원각사지 10층 석탑 문화유산 - 봉산탈춤 문화유산 - 대장경판 자연유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4 월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메인기사 조선의 궁궐들 신데렐라 이야기 생태계의 보고 갯벌이 사라진다 알게 뭐야 될 대로 되라지

논술활동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본다. 

신데렐라 줄거리를 참고하여 연극 

대본의 빈 곳을 채워 본다

갯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드는 공사에 

대한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이 서방과 박 서방의 잘못을 사또

님에게 고하고 어떤 대가를 치루

게 하면 좋을지 써본다.

국어 높임말을 사용하는 방법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원인과 결과에 맞게 이야기를 

간추려요
극본을 읽고 연극을 해 봐요.

통합 아끼고 나누고 모으고 다시 써요 옛날과 오늘날의 이동수단
의사소통 수단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배추 흰 나비의 한살이

한자 주야[晝夜] 독서[讀書]  지식[知識]  습득[習得]

위인 흥선대원군 안데르센 안용복 이 종무

칼럼 슬픈 역사를 간직한 궁궐 창경궁 연극이란 무엇일까요?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정원
대마도

만화 서당개도 3개월이면 풍월을 읊는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소 귀에 경읽기 초콜릿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문화유산 문화유산-경회루 문화유산 - 단원풍속도첩 자연유산 - 정이품송 문화유산 -난중일기



Y 과정
5 월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메인기사 생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집안이 화목한 비결 민주주의 제도란?

논술활동
올바른 생일 파티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 본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이유를 

알아보고 물 절약 방안을 써 본다.

동화를 읽고 집안이 화목해지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여 써 본다.

링컨의 연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의 조건에 대하여 평가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알맞은 낱말 소개하는 글 외래어 마음을 표현하는 글

통합 동물의 암수구별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동물들의 새끼돌보기 여름과일과 채소

한자 신문[新聞]  잡지[雜誌]  취재[取材]  기자[記者]

위인 홍난파 린드버그 우륵 마키아벨리

칼럼 생일케익의 유래 지구의  바다, 5대양 우리 고유의 악기들 대통령과  국회의원

만화 언 발에 오줌 누기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 하회탈 문화유산 - 남사당 놀이 자연유산 - 거제 해금강 기록유산 - 조선왕조실록

　6 월 6월 1주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메인기사 지구인들의 대표 스포츠 '축구' 꿀벌과 벌침 회전운동과 직선운동 [과학논술] 아씨방의 일곱 동무

논술활동

월드컵 축구 대회 개최에 따른 사

회경제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

여 주장하는 글을 써 본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 조물주라면 각 

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과  그 

까닭을 써 본다.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뀌게 

하는 래크와 피니언의 원리를 모

형조립을 통해 탐구해 본다.

고전수필 ‘아씨방의 일곱 동무 ’를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편지 형

식의 독서 감상문으로 적어 본다.

국어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겪은 일을 시로 써요 말투, 표정, 몸짓으로 생각표현 독서감상문

통합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심지 흙은 처음부터 흙이었을까? 마을의 이름에 따른 마을의 옛 모습 옛날과 오늘날의 여름 풍경

한자 영어[英語] 수족[手足] 한자[漢字] 미술[美術]

위인 강감찬 솔로몬 스티븐 호킹 허균

칼럼 축구공은 어떻게 만들까? 벌집은 왜 육각형 모양일까? 운석은 어디에서 올까요? 안경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듣는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내 

봇짐 내라 한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숭례문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문화유산-경주 석빙고 문화유산- 하회마을



　7 월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메인기사 나쁜 법도 지켜야 할까? 모든 일은 생각 나름 젓가락의 힘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요?

논술활동

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개선

되어야 할 법이 있다면 어떻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써 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

해진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자기 생

활과 관련지어 표현해 본다.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젓가락의 특징과 사용의 

좋은 점을 소개해 본다.

공룡의 멸종 원인에 대하여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해 보고 공룡에 대

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 본다.

국어 아는 내용과 겪은 일 책 읽기 속담에 담긴 뜻 공통점과 차이점 어울려 쓰는 말

통합 여름 풍경을 찾아서 흙은 처음부터 흙이었을까? 여름철 질병, 이렇게 예방해요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

한자 계산[計算] 단위[單位] 논의[論議] 주제[主題]

위인 정몽주 다윗 서희 조르주 퀴비에

칼럼 법이란 무엇일까요? 긍정의 힘 명량해전 착한 발명품 '큐드럼' 화산은 무엇인가요?

만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없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랴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유산-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문화유산-수원화성 문화유산- 강화지석묘

 8 월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메인기사 고대의 수수께끼 피라미드 견우와 직녀 위대한 발명 '등자'이야기 담장을 넘어간 감나무

논술활동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제작 

목적과 피라미드를 만들고자 한 

파라오 및 만드는데 동원된 백성

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칠월칠석날과 관계된 견우와 직녀 

설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칠석날의 

의미와 설화 속의 견우와 직녀의 

처지에 대하여 의견을 내 본다.

우리의 생활과 역사를 바꾼 발명

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세계 3

대 발명품의 중요성과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적어 본다.

오성 이항복 대감에 얽힌 일화를 

알아보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

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나라 

법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

국어 여행안내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요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설명하는 글

통합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다양한 마을의 모습 여러 가지 직업 살기 좋은 마을

한자 원근[遠近]  명암[明暗]  도화[圖畵]  지유[紙油]

위인 강감찬 김홍도 칭기즈칸 허균

칼럼 버큰헤드 호를 기억하라 링컨의 재치 등자의 역사 과학적인 창호지

만화 강 건너 불 구경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작은 고추가 맵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조선왕릉 기록유산- 동의보감 문화유산-익산 미륵사지 석탑 문화유산- 경주 첨성대



9 월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메인기사 아름다운 청년 나르시스와 수선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과학논술] 법이냐 우정이냐

논술활동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의 

상황과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쓰기를 해 본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열

심히 일해야 한다는 옛이야기를 통

해 자신의 경험과 주인공의 깨달음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힘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베벨 기

어의 원리와 실제 활용을 모형조

립을 통해 탐구해 본다.

친구와의 우정과 지켜야 하는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

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본다.

국어 인물의 마음을 살려서 읽어요 낱말 사이의 관계 표어를 만들어요 이어질 이야기를 꾸며요

통합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켜요 가을 행사 무엇이 있을까? 울긋불긋 가을 달라진 세상 가을 열매를 관찰해요

한자 물체[物體] 구형[球形] 방향[方向]  각도[角度]

위인 아리스토텔레스 한용운 디젤 오 헨리

칼럼 프리지어 꽃 이야기 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풍차의 변신 풍력발전기 공당문답을 한 맹사성

만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귀신도 곡할 노릇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기지도 못하면서 날기부터 하려 한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종묘 무형유산- 판소리 문화유산-다보탑 문화유산- 봉정사 극락전
　

10월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메인기사  여우와 두루미 세종 대왕과 한글 가을은 독서의 계절 소중한 자원 나무

논술활동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읽고 자

신의 경험이나 생활도 다시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한글의 창제 원리, 한글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글에 대해 

알려 주는 글을 써 본다.

책의 소중함, 고마움, 독서의 중요

성을 알아보고 독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편지글 형식으로 

써 본다.

나무의 소중함에 대한 의견을 표

현해 봄과 동시에 침엽수와 활엽

수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는 시간

을 가진다.

국어 겪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 재미있는 말을 넣어서 글을 써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하나의 낱말에 여러 가지 뜻

통합 흥겨운 우리가락 신나는 풍물놀이 바쁘다 바빠 가을동물들 통일대박을 꿈꾸는 우리는 한민족 북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자 친족[親族] 혈육[血肉]  근본[根本]   촌수[寸數]

위인 펄벅 성삼문 안중근 시턴

칼럼 영리한 여우 연산군의 한글사용 금지령 독서에 대한 위인들의 명언 종이는 어떻게 만들까?

만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꿩 구워먹은 소식 남의 다리 긁는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문화유산 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 기록유산- 훈민정음 문화유산-석가탑 문화유산-청자상감운학문매병



11월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메인기사 소중한 치아를 아껴요 구두쇠 원님과 덕진 다리 헨리포드와 시골학교 선생님 나에게 3D 프린터가 있다면?

논술활동

젖니와 영구치를 비교해보고 올바

른 양치질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는 글을 써 본다.

덕진 다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덕

진 다리’를 소개하는 뉴스 보도문

을 써 본다.

피아노를 장만한 선생님이 되어 

감사의 편지를 써 보고, 헨리 포

드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 본다.

나에게 만능 쓰리디(3D) 프린터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하여 자

유로운 글을 써 본다.

국어 비슷한 낱말로 바꾸기 모둠 신문을 만들어요 인형극과 일이 일어난 차례 인형극 대본 실감 나게 읽어요

통합 통일을 위한 노력,무엇이 있을까?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겨울이 되어 달라진 모습들

한자 예절[禮節]]  경애[敬愛]  봉양[奉養]  보은[報恩]

위인 히포크라테스 유일한 박사 헨리포드 찰리 채플린

칼럼 히포크라테스 선서 봉이 김선달 자원봉사와 기부 3D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눈 가리고 아웅한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다 소 닭 보듯 하다 닭 먹고 오리발 내민다.

문화유산 문화유산- 창덕궁 무형유산- 아리랑 문화유산-성덕대왕신종 문화유산- 창덕궁 보루각 자격루

12월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메인기사 심술궂은 사또와 지혜로운 아들 나사못과 빗면의 원리 [과학논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카로스의 꿈

논술활동

‘심술궂은 사또와 지혜로운 아들’ 

이야기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알

맞게 이어서 써 본다.

나사못과 빗면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모형조립을 통해 웜기어

의 특징을 실험해 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써본다.

이카로스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

단을 하고,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다.

국어 만화 속 인물의 마음을 읽어요 느낌을 나타내는 말
꾸며주는 말을 쓰면 더 

자세해져요

쪼갤 수 없는 낱말과 쪼갤 수 

있는  낱말

통합 겨울에 무엇을 하며 놀까?
겨울 방학 잘 보내면 새 학년이  

달라진다
종교에 따라 문화도 달라요 멀리멀리 소리를 전달해요

한자 충만[充滿]   행복[幸福]   정원[庭園]  경치[景致]

위인 괴테 홍대용 프란체스코 마젤란

칼럼 사또는 높은 사람인가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노블레스 말라드 80일간의 세계 일주

만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 대장장이 집에 칼 없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하다

문화유산 무형유산 - 택견 자연유산-창녕 우포늪천연보호구역 문화유산 -청자 구룡형 주전자 자연유산 -지리산 천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