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수업지도계획서(학년별)

1. 기간 : 2020.03.23.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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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활동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43~147쪽의 PDF 자료

⦁수업 PPT

⦁형성 평가
⦁ZOOM을 이용한 발표 

학습

⦁평가 PDF 자료

⦁평가지 HWP 자료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48~153쪽의 PDF 자료

⦁수업 PPT

⦁학습 활동

⦁대단원 마무리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교과서 154~162쪽의 PDF 자료

⦁수업 PPT

⦁형성 평가
⦁ZOOM을 이용한 발표 

학습

⦁평가 PDF 자료

⦁평가지 HWP 자료

수학 5

⦁중단원 단원평가
⦁ZOOM을 이용한 강의

⦁중단원 단원평가
⦁교과서 21~24쪽의 PDF 자료

⦁항등식

⦁ZOOM을 이용한 강의

⦁등식의 종류 복습

⦁항등식의 성질

⦁교과서 26~27쪽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나머지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나머지정리

⦁교과서 28~29쪽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인수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인수정리

⦁교과서 30~31쪽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조립제법
⦁ZOOM을 이용한 강의

⦁조립제법

⦁교과서 32~33쪽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한국사 3

⦁청동기 문화의 특징

⦁철기 문화의 특징

⦁ZOOM: 고인돌 축조가 가

지는 의미 파악하여 발표하기

⦁과제: 단군 신화에 반영

된 사회 모습 파악하기

⦁교과서 13쪽의 PDF 자료

⦁고인돌 사진

⦁단군 신화 PDF 자료

⦁과제: 수행평가 중 태도에 반영

⦁고조선의 사회 

모습

⦁ZOOM: 단군 신화를 통

해 파악한 고조선의 사회 

모습 발표하기

⦁단군 신화 PDF 자료

⦁미발표자: 수행평가 중 태도에 반

영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ZOOM: 강의, 문답 학습

⦁과제: 초기 국가의 위치 

파악하기

⦁교과서 14쪽의 PDF 자료

⦁초기 국가 백지도

⦁과제: 수행평가 중 태도에 반

영, 위치를 표시하고 저장하여 위

챗으로 제출

통합사회 3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의 내용과 헌법

⦁ZOOM을 이용한 강의,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조

항 찾기 활동

⦁교과서 106~108쪽의 PDF 자료

⦁헌법 조항 찾기 활동

⦁준법 의식의 필요성

⦁시민 참여의 다

양한 방법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활동, 시민 참여 활동

⦁교과서 109~113쪽의 PDF 자료

⦁카훗 자료

⦁지형과 인간 생활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각 나라별 유명 관광지  

  조사해보기

⦁교과서 41~42쪽의 PDF 자료

⦁학습지 및 활동지

통합과학 4 ⦁별의 진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

⦁교과서 25~27쪽의 PDF 자료

⦁빅뱅~생명체 과제

4. 학년별 수업지도계획

라. 10학년 수업지도계획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

⦁생명체의 탄생

⦁원소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

⦁원소의 분류

⦁교과서 28~31쪽의 PDF 자료

⦁주기율표 암기 과제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들의 주기성

(1,2,17,18족)

⦁주기율표의 발전과정(멘

델레예프, 모즐리)

⦁교과서 32~34쪽의 PDF 자료

⦁원자의 구조

⦁원자의 주기성이 나타나

는 까닭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의 발달 과정(보어의 

원자구조)

⦁교과서 35~37쪽의 PDF 자료

체육 2

⦁심폐소생술

 Ⅱ

⦁ZOOM을 이용한 강의,문답

⦁과제활동부여

 -3단계:호흡확인

 -4단계:흉부압박

⦁교과서 안전영역 그림 

 자료

⦁2차시, 3차시 연결 

 반복 연습

⦁심폐소생술

  Ⅲ

⦁ZOOM을 이용한 강의,문답

⦁과제활동부여

 -5단계:인공호흡

 -6단계:압박30회/호흡2회 

반복

⦁교과서 안전영역 그림 

 자료

⦁2-4차시 연결 반복 연습

미술 2

⦁젠탱글 아트 드로잉   

  학생작품 확인

⦁물체의 형태와 구조

  에 따른 창의적인

  패턴 그리기

⦁ZOOM을 이용한 강의, ppt

⦁학생들은 실기수업

⦁표현하기에 적절한 드로잉

  펜 선택-0.1, 0.05 등

⦁자신이 스케치한 작품 채색

 -색연필, 파스텔 등

⦁ppt

⦁예시작품

⦁교과서 21~39쪽의 PDF 자료

⦁수행평가 안내

 -반영비율: 수행평가 중 30%

 -마감: 2020년 3월 4차시 수업

 -제출: 등교 후 첫째 미술수업일

 -평가기준은 수업 중 제시

중국어ⅠA 4

제2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2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2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2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B 4

제2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2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2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2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C 4

제1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2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1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2과 주요 어법 

정리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D 4

课本

第一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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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课本

第一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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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练习册

阅读理解二 学习生

词

从词语的意思、词性、语法

特点几个方面学习词语；认

识汉语的构词特点，通过比

较、辨别掌握形近词。

教材、汉语词典、语法参考书

练习册

阅读理解二 答题讲

题

学会根据上下文选择合适的

词语填空。
教材、相关背景补充材料

중국어ⅠE 4

阅读

第一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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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阅读

第一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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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阅读理解二 学习生

词

从词语的意思、词性、语法

特点几个方面学习词语；认

识汉语的构词特点，通过比

较、辨别掌握形近词。

教材、汉语词典、语法参考书

HSK

阅读理解二 答题讲

题

学会根据上下文选择合适的

词语填空。
教材、相关背景补充材料

※ 영어과는 수업 시간에 개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