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수업지도계획서(학년별)

1. 기간 : 2020.05.18. ~ 2020.05.21.

2. 대상 : 7학년, 1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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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의 특성

 -수식언
⦁ZOOM을 이용한 강의

⦁노트 필기

⦁교과서 학습 활동 정리

⦁품사의 특성

 -관계언
⦁ZOOM을 이용한 강의

⦁노트 필기

⦁교과서 학습 활동 정리

⦁품사의 특성

 -독립언
⦁ZOOM을 이용한 강의

⦁노트 필기

⦁교과서 학습 활동 정리

⦁품사의 개념

⦁품사의 종류와 

특성

⦁ZOOM을 이용한 강의
⦁노트 필기

⦁퀴즈

독서
⦁ZOOM을 이용한 독서 활

동

⦁독서 활동 자료 제공

⦁독서록 작성, 발표

도덕 2

⦁가치란 무엇인

가?

⦁가치의 종류

⦁ZOOM을 이용한 문답법 

수업
⦁교과서·프린트 자료 배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ZOOM을 이용한 문답법 

수업
⦁교과서·프린트 자료 배부 

사회 3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다양화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획일화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해보자’ 활동 – 세계화

가 문화에 미친 영향

⦁교과서 79~80쪽의 PDF 자료

⦁PPT 자료

⦁서로 다른 문화

의 공존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해보자’ 활동 – 싱가포

르의 문화 공존

⦁교과서 81~82쪽의 PDF 자료

⦁PPT 자료

⦁동영상 자료

⦁서로 다른 문화

의 갈등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하기 위한 노

력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학습

⦁‘해보자’ 활동 – 문화 갈

등 지역을 통해 공존의 중

요성 확인

⦁교과서 83~84쪽의 PDF 자료

⦁PPT 자료

수학 3

⦁꺽은선 그래프 

해석 하기

⦁ZOOM을 이용한 강의

⦁년도별 빙하크기를 나타

내는 그래프 보고 자기 의

견 말하기

⦁교과서 102~103쪽

⦁개인별 수학 노트

⦁순서쌍과 좌표의 

뜻 이해하기

⦁ZOOM을 이용한 강의

⦁1차원 2차원일 때 위치

를 직접 나타내보기

⦁교과서 104~106쪽

⦁개인별 수학 노트

⦁영상 시청 [근대 수학의 혁명, 

  좌표]

⦁순서쌍과 좌표의 ⦁ZOOM을 이용한 강의 ⦁개인별 수학 노트

4. 학년별 수업지도계획

가. 7학년 수업지도계획



뜻 

  이해하기

⦁실생활에서 좌표의 중요

한 역할을 영상을 통해 이

해

⦁영상 시청 [내몸의 좌표]

  [좌표로 범죄율을 낮추다]

과학 5

⦁판의 경계1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교과서 49쪽

⦁온라인 수업 빈칸 제출

  https://www.wenjuan.com/s/NFVneqg/

⦁판의 경계2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교과서 49쪽

⦁온라인 수업 빈칸 제출

  https://www.wenjuan.com/s/NFVneqg/

⦁생물 다양성과 생

태계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교과서 114쪽의 PDF 자료

⦁생물 다양성의 

혜택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발표

⦁교과서 115쪽의 PDF 자료

⦁활동지

⦁생물 다양성 보

존을 위한 활동 방

법 조사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교과서 116~117쪽의 PDF 자료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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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3차시,4차시 연결 반복 

연습

미술 2

⦁손바닥 그림 그

리기

⦁채색 도구의 사

용법

⦁스케치 완성하기
⦁스케치한 작품 확인
  -인증샷
⦁채색하기 완성
  -채색하여 완성작품 인
증샷
⦁채색하기에 적당한 재료 
선    택-수채화, 파스텔, 
마카사    인펜 등

⦁PPT
⦁예시작품
⦁교과서 56~59쪽의 PDF 자료
⦁수행평가 안내
 -반영비율: 수행평가 중 30%
 -마감: 2020년 5월 4차시 수
업
 -제출: 등교 후 첫째 미술수업일
 -평가기준은 수업 중 제시

중국어A 4

제3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1)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2)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B 4 제3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교과서, 단어학습지



단어 암기 및 쓰기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1)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2)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C 4

제3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1)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2)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D 4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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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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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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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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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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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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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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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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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과는 수업 시간에 개별 안내 예정



과목 주당
시수

수업지도계획

지도 내용 주요 교수 학습 활동 참고 자료 및 참고 사항

국어 5

⦁토론

⦁ZOOM을 이용한 첫 번

째 토론 참여

⦁배심원 기록

⦁교과서 201~209쪽의 PDF 자

료

⦁토론

⦁ZOOM을 이용한 두 번

째 토론 참여

⦁배심원 기록

⦁교과서 201~209쪽의 PDF 자

료

⦁토론 정리 ⦁토론 과정 점검 및 기록
⦁교과서 201~209쪽의 PDF 자

료

⦁소단원 점검 ⦁학습 과정 반성
⦁교과서 201~209쪽의 PDF 자

료

⦁대단원 점검 ⦁형성평가
⦁교과서 198~209쪽의 PDF 자

료

수학 5

⦁중단원 평가
⦁ZOOM을 이용한 강의

⦁중단원 평가 문제 풀이
⦁교과서쪽의 PDF 자료

⦁중단원 평가
⦁ZOOM을 이용한 강의

⦁중단원 평가 문제 풀이
⦁교과서쪽의 PDF 자료

⦁원의 방정식
⦁ZOOM을 이용한 강의

⦁원의 방정식

⦁교과서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원의 방정식
⦁ZOOM을 이용한 강의

⦁원의 방정식

⦁교과서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원의 방정식
⦁ZOOM을 이용한 강의

⦁원의 방정식

⦁교과서의 PDF 자료

⦁형성평가 PDF 자료

한국사 3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

동

⦁ZOOM: 강의, 문답 학습

⦁학생 주제 발표

⦁교과서 42쪽

⦁3- 학습지(16쪽) 정리

⦁무신정권의 성립

⦁무신 중심의 권

력 기구

⦁ZOOM: 강의, 문답 학습

⦁학생 주제 발표

⦁교과서 43쪽

⦁3- 학습지(17쪽) 정리

⦁몽골의 침략과 

대몽 항전

⦁ZOOM: 강의, 문답 학습

⦁학생 주제 발표

⦁교과서 44쪽

⦁3- 학습지(17쪽) 정리

통합사회 3

⦁정의의 실질적 

기준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학습

⦁업적/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탐색

⦁교과서 170~171쪽의 PDF 자

료

⦁네이버 폼 이용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

⦁ZOOM을 이용한 강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

례를 조사하여 소개

⦁교과서 59~61쪽의 PDF 자료

⦁활동지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 마무리 활동

⦁ZOOM을 이용한 정리

⦁마인드맵 및 퀴즈 활동
⦁활동지

 나. 10학년 수업지도계획



통합과학 4

⦁관성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한

  문제 풀이
⦁문제 PDF 자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 

⦁지구 시스템 관련 PDF 자료

⦁지구 시스템 과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

환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관련 PDF 

헉습자료

⦁지권의 변화
⦁지진과 화산활동

⦁지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지진과 화산, 판구조론 관련 PDF 

헉습자료

체육 2

⦁무산소운동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무산소운동과 근력운동

⦁교과서 건강영역 읽기 자료

⦁준비, 정리운동

  필요성

⦁ZOOM을 이용한 강의, 

문답

⦁운동에 대한 나의 몸은?

⦁교과서 건강영역 읽기 자료

미술 2

⦁그래피티 아트 

  스케치, 채색, 완

성

⦁문자 도안화

⦁ZOOM을 이용한 강의, 
  PPT 화면공유
⦁학생들은 실기수업
⦁자신이 스케치한 작품 
채색    하기-과정 및 완
성작품 
  인증샷

⦁PPT
⦁예시작품
⦁교과서 43~59쪽의 PDF 자료
⦁수행평가 안내
 -반영비율: 수행평가 중 15%
 -마감: 2020년 5월 4차시 수
업
 -제출: 등교 후 첫째 미술수업일
 -평가기준은 수업 중 제시

중국어ⅠA 4

제3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1)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2)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B 4

제3과 단어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단어 암기 및 쓰기

교과서, 단어학습지

수행평가 안내(듣고 쓰기, 문장

만들기),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단어 활용 

설명

ZOOM을 이용한 강의,

문장 만들기 연습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3과 본문 읽기 ZOOM을 이용한 강의,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및 본문 내용 정리

(1)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본문 읽기 

및 본문 내용 정리

(2)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C 4

제3과 연습책 听力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4과 연습책 听力

ZOOM을 이용한 강의,

교사와 함께 낭독, 개인 

낭독문장해석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수행평가 안내(말하기, 낭독),  

정상등교 후 실시, 자세한 내용 

이후 통지

제3과 연습책 阅读
(1)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제4과 연습책 阅读
(1)

ZOOM을 이용한 강의,

주요어법이해와 활용
교과서, 교사 제공 자료

중국어ⅠD 4

课本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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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课本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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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练习册

阅读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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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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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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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阅读

第三课 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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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阅读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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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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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