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수업지도계획서(학년별)

1. 기간 : 2020.03.16. ~ 2020.03.20.

2. 대상 : 7학년 ~ 12학년

3. 2020학년도 1학기 각 학년별 수업 과목

학년 과목수 과목명

7 10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영어, 영어회화와작문, 중국어

8 10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영어, 영어회화와작문, 중국어

9 11
국어, 사회, 역사, 수학, 정보, 과학, 체육, 음악, 영어, 영어회화와작문, 

중국어

10 10
국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체육, 미술, 영어, 실용영어회

화, 중국어Ⅰ

11 16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화학Ⅰ, 물리학Ⅰ, 과학과제연구, 체육, 운동과건강, 미술창작, 음악연주

영어Ⅰ, 영어문법Ⅰ, 중국어Ⅱ

12 22

심화국어, 심화독서, 화법과작문

기하, 실용수학, 사회문제탐구, 경제, 윤리와사상

화학Ⅱ, 물리학Ⅱ, 생명과학Ⅱ, 체육, 스포츠생활, 미술감상과비평

심화영어, 영어독해, 심화영어회화Ⅰ,심화영어작문, 실용영어토론

중국문화의이해, 중국어회화Ⅱ, 실용중국어회화 

 



과목 주당
시수

수업지도계획

지도 내용 주요 교수 학습 활동 참고 자료 및 참고 사항

국어 5

⦁단원 열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0~12쪽의 

PDF 자료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

병통치약(권용선)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2~15쪽의 

PDF 자료

⦁수업 PPT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

병통치약(권용선)

⦁학습 활동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8~19쪽의 

PDF 자료

⦁수업 PPT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

름다운 이유(우종영)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20~23쪽의 

PDF 자료

⦁수업 PPT

⦁독서 활동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한 학기 동안 읽을 책 

선정하고 독서 활동 계획

하기

도덕 2

⦁가상공간의 특징

⦁자기소개 및 OT

⦁ZOOM을 이용한 문답법 

수업

⦁교과서 PDF 자료 탑재

⦁프린트 자료 탑재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

⦁ZOOM을 이용한 문답법 

수업

⦁학생활동-스마트 폰 중

독 검사하기

⦁교과서·프린트 자료 배부

⦁학생활동 완성하여 제출

역사 3

⦁한반도의 선사시대와 청

동기 문화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 

관련 계기수업

⦁교과서

  ( 1 8 - 1 9 쪽 / 2 0 - 2 1 쪽

/30-31쪽)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32-34쪽)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의 성장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지도 인포그래픽 만들기 

활동(수행평가 반영)

⦁교과서(34-38쪽)

⦁수행평가 영역 : 포트폴

리오 

수학 5

⦁수업 OT실시

⦁순환소수란?

⦁ZOOM을 이용한 강의, 

발표 학습

⦁교과서 12~13쪽의 

PDF 자료

⦁과제 제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성질

⦁ZOOM을 이용한 강의, 

발표 학습

⦁교과서 14~16쪽의 

PDF 자료

⦁과제 제시 및 풀이

⦁순환소수의 분수표현
⦁ZOOM을 이용한 강의, 

발표 학습

⦁교과서 17~18쪽의 

PDF 자료

⦁과제 제시 및 풀이

⦁유리수의 체계

⦁중단원 점검문제

⦁ZOOM을 이용한 강의, 

발표 학습

⦁교과서 19~20쪽의 

PDF 자료

⦁과제 제시 및 풀이

⦁중단원 점검문제
⦁ZOOM을 이용한 강의, 

발표 학습

⦁교과서 21쪽의 PDF 자료

⦁과제 제시 및 풀이

과학 5 ⦁원소의 개념 ⦁ZOOM을 이용한 강의, ⦁교과서 12~13쪽의 

4. 학년별 수업지도계획

나. 8학년 수업지도계획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원소
문답, 발표 학습

PDF 자료

⦁ppt자료, 동영상

⦁불꽃 반응

⦁원소의 불꽃 반응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4~15쪽의 

PDF 자료

⦁ppt자료, 동영상

⦁선스팩트럼

⦁원소의 종류에 따른 선

스팩트럼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6~17쪽의 

PDF 자료

⦁ppt자료, 동영상

⦁궁금증 해결하기

⦁스스로 정리하기

⦁궁금증에 대한 해결 열

쇠를 단계별로 읽어 본다. 

⦁소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평

가 문항을 푼다.

⦁교과서 18~19쪽의 

PDF 자료

⦁ppt자료, 동영상

⦁원소가 발견된 과정 소

개하기

⦁위챗 학급방을 이용한 

과제 안내 

⦁원소가 발견된 과정을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수행평가 안내

 -반영비율: 수행평가 중 10%

 -마감: 2020년 3월 30일 24시

 -제출: 탐구활동지 양식

에 작성하여 한글(워드)파

일로 (A4 2면)제출 

- e-mail: lylia76@naver.com

- 파일명(학번_이름_원소

가 발견된 과정 소개하기)

-평가기준은 수업 중 제시 

체육 2

⦁준비운동 

⦁국민체조

⦁ZOOM을 이용한 강의,문답

⦁국민체조 

⦁순서별 구령과 자세 익히기

⦁ 네이버 국민체조 동영상

 ☆ 오프라인수업 

    수행평가 예정

⦁준비운동 

⦁국민체조

⦁ZOOM을 이용한 강의,문답

⦁국민체조 

⦁순서별 구령과 자세 익히기

⦁ 네이버 국민체조 동영상

음악 2

⦁음악의 의미

⦁나에게 음악이란?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 수업 기초조사서 

작성 

⦁음악 수업 기초조사서 제출

  -수업시간 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zoom 회의방에 

업로드

⦁음악수업 준비물 안내

 - A4파일(비닐속지가 있는 

것), 리코더 준비

⦁매시간 활동지는 포트폴

리오 평가에 반영예정

⦁음악의 분야

⦁기초음악이론(1) 

⦁가창의 기초훈련

  -복식호흡

⦁음악과 수행평가 계획 

안내

⦁기초음악이론(1)

 -계이름과 음이름 

 -음계(장/단음계)

⦁가창의 기초훈련-복식

호흡

⦁‘나의 음악 에세이’ 쓰

기 수행평가 안내

⦁기초음악이론 활동지(1)

⦁수행평가 안내(생활화 

영역)

 -나의 음악 에세이

 -마감: 2020년 3월 27일 

24시

 -제출:메일로 제출

   (road2070@naver.com) 

  파일명(학번_이름_나의 음악 

에세이)

 -평가기준은 수업 중 제시

중국어A 4 제1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1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

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B 4

제1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1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

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C 4

제11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1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11과 본문 읽기 및 본

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

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1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D 4

第九课 课文 生词
通过zoom听课，学习生词，

造句，检验学生掌握情况。

读课文。

课本，老师提供的工作纸

介绍随行评价（听写、造

句）

正常上学后进行考试，详细

内容

以后通知。

第九课 课文 理解
朗读理解课文，变课文为对

话

课本，介绍随行评价（口

语，朗读）

正常上学后进行考试，详细

内容

以后通知。

第九课 课后练习(1)
完成口语表达，讲解语法

点，完成语法练习
教材，老师提供的资料

第九课 课后练习(2)
完成口语表达，讲解语法

点，完成语法练习
教材，老师提供的资料



중국어E 4

新学年开学学习动员

第十课 学习生词

介绍中学阶段学习注意事

项。

学习生词

中学的上课时间表、教材

第十课 学习生词 学习其余生词和词语搭配 教材、图片、地图

第十课 学习课文

朗读、理解文章，理解掌握

重点词、句、语法，理解关

键句和人物的感情。

教材、图片、地图，相关背

景资料

第十课 词语搭配和语法

讲解词语搭配，重点掌握搭

配中的重点和难点；理解掌

握重要语法点

教材、语法的解释和例句

（补充）

※ 영어과는 수업 시간에 개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