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2017 년 중고등반 학습계획서 
1. 교사 : 정의명 euy-myoung_jeong@brown.edu , 847-219-3416 

2.  학습목표 

 한국인의 정신을 함양하고, 한국의 역사, 문학, 문화재, 한국어사용의 중급레벨을 목표로 한다. 

 자기의 의견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문법과 어휘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SAT2 한국어 준비과정 : SAT2 모의고사 5 회와 문제풀이 집중 요약집, 어휘, 단어 목록을 통해 SAT2 수준의 

한국어를 준비한다. 

3. 수업 과목과 내용 

 국어: 한국어 기본문법, 읽기, 듣기, 쓰기 (편지, 독후감, 짧은 글짓기), 어휘 (기본단어, 속담, 

관용구,최신유행어) 

 문학: 한국 중학교 교과서 수록 대표 명시와 노래, 수필, 단편소설, 동화, 수필, 편지, 독후감 

 사회: 대한민국에 대하여: 애국가, 독립선언문, 한국의 기념일, 한글학교 특별 프로젝트 “탄생에서 혼례까지” 

(태몽, 금줄, 돌잔치, 중매, 함, 혼례식) – 발표 12.16 일 동화구연대회에서 

 역사: 한국의 위인: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유관순열사와 한국통사 및 독립운동시대 

 지리: 한국의 지도, 독도의 이해, 문화재의 위치 (한국여행) – 서울, 경주, 부여, 평양 등 

 SAT2: 모의고사 5 회, 어휘, 문법, 유형 총정리 및 문제풀이, 성적표는 학부모에게 고지됨 

 실용: 한국어 컴퓨터 자판의 이해, 자판암기 및 분당 100 타 목표, 모든 숙제와 프로젝트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스마트폰 자판의 이해, 카카오톡 다운받아 문자모내기 

 한자: 기본부수, 기초한자 

 음악: 사물놀이 풍물, 별달거리 기본장단, 장구, 북, 징, 악보보기 

4. 수업방법 : 시청각교재, 비디오클립, 컴퓨터, 노트에 쓰기, 교과서 활용, 인터넷자료 활용 

5. 수업교재 및 Resources : 한국어 7 기본 교과서, 중학교 문학 1-1, SAT2 (NAKS 2017), 시청각교재, 컴퓨터활용 

6. 숙제:  

 기본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1, 기초한자 5, 타자연습]  

a. 어휘 : 각주의 기본 숙제와 어휘를 인터넷과 국립국어원 표준 한국어사전에서 뜻, 비슷한말과 매칭되는 

영어단어를 찾아온다.  

b. 속담, 관용구 : 뜻을 적고, 활용의 예를 찾아 1 문장쓰기를 완성한다. 

c. 기초한자 : 공책에 5 번씩 한자, 뜻과 음을 써온다. 

d. 키보드 : 일주일에 1-2 번 20 분씩 타닥타닥 자판 게임을 한다. (자판속도와 레벨 스크린샷해서 이메일 

보낼것) 

 특별숙제 및 프로젝트: [3 줄쓰기 (주제별), 혼례, 백범독후감, 독도에세이] 

e. 3 줄쓰기 : 각 주제에 관한 문장을 3 줄이상 써온다. 삼행시를 지어도 된다. 

f. 프로젝트 1: “탄생에서 혼례까지”-태몽, 금줄, 돌잔치문화, 돌잡이, 중매, 함, 혼례, 폐백에 관해 조사 

g. 프로젝트 2: “독도에세이” 독도에 관해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7. 수업 시간  

수업시간 일반수업내용 SAT2 모의고사 

6:30 - 6:40 (10 분) 워밍업 및 인사, 숙제검사, 수업개요설명 시험준비 

6:40 – 7:20 (40 분) 1 교시 Part 1 듣기평가 

7:20 – 8:00 (40 분) 2 교시 Part 2 & 3 

8:00 – 8:20 (20 분) 쉬는시간, 숙제보충 휴식 

8:20 – 8:55 (35 분)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 

8:55 – 9:00 (5 분) 마무리 및 숙제전달 마무리 및 숙제전달 

 

8. 년간 수업 계획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9 월   

16 개강 (1 주) 

 

 

23 (2 주) 

추석 

 

30 (3 주) 

SAT2 모의고사 1 

및 문제풀이특강 

 

 10 월 
7 (4 주) 

개천절, 한글날 
14 (5 주) 

21 휴교 

Brown Event 
28 (6 주)  

11 월 
4 휴교 

Brown Event 
11 (7 주) 18 (8 주) 

25 휴교 

Thanksgiving 
 

12 월 

2 (9 주) 

동화구연대회준비 

“탄생에서 혼례까지” 

9 (10 주) 

동화구연대회준비 

“탄생에서 혼례까지” 

16 동화구연대회 

(11 주)  발표 

“탄생에서 혼례까지” 

23 휴교 

X-mas 

30 휴교 

New Year 

1 월 6 (12 주) 13 (13 주) 

20 (14 주) 

SAT2 모의고사 2 

및 문제풀이특강 

27 (15 주) 

설날 
 

2 월 3 (16 주) 10 (17 주) 

17 (18 주) 

SAT2 모의고사 3 

및 문제풀이특강 

 

 

 

24 휴교 

Winter Break 
 

3 월 
3 (19 주) 삼일절 

한국의날준비 

10 한국의날 

(22 주) 

17 (21 주) 

SAT2 모의고사 4 

및 문제풀이특강 

24 (22 주) 

NAKS 전국 

SAT2 모의고사 5 

31 (23 주) 

글짓기쓰기 

4 월 

NE 

글짓기대회 

7 휴교 

Brown Event 

14 (24 주) 

사물놀이 

21 휴교 

Spring Break 

28 (25 주) 

사물놀이 
 

5 월 

NE 사생대회 

5 (26 주) 

사물놀이 

12 (27 주) 

종강학예회준비 

사물놀이총연습 

19 종강학예회 

(28 주) 

 

 

 

 

 

 

  



9. 주별 수업 계획서(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 시간 과목 수업내용 활동 

1 주 1 교시 학부모간담회 수업계획, 학부모간담회  

2 교시 자기소개 자기소개, 친구찾기 종이비행기, 친구찾기게임 

3 교시 사회 명절, 예절, 음식, 차례, 대보름 달맞이 명절 상차림, 대보름 달맞이,  

유툽-차례지내기, 절하기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3 줄쓰기논평- 

우리가족 

컴퓨터로 숙제하기 방법 설명 

2 주 1 교시 문학 시 (박두진) 와 노래 비디오클립-노래 

2 교시 국어 문법 개요, 품사  

3 교시 실용 키보딩, 온라인 키보드 프로그램 소개 

국어국립원 표준한글대사전 활용법 

어휘, 속담등 인터넷에서 찾는방법 

키보드 자판 연습 프로그램 소개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키보딩, 

3 줄쓰기논평-  

컴퓨터로 숙제하기 방법 설명 

3 주 1 교시 교내모의고사 1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1  

2 교시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 2&3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 빙고게임 빙고판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키보드 자판 연습 

4 주 1 교시 사회,역사지리 개천절, 단군설화, 고조선의 역사와 지도, 애국가 4 절  

2 교시 사회, 국어 한글날, 세종대왕, 한글창제, 한글자모표보기 비디오클립-뿌리깊은 나무 

3 교시 사회, 국어 암호를 해독하라!!!! 게임: 한글암호표와 명령어, 상품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애국가 4 절 

써오기 (컴) 

유툽 애국가 비디오 클립 

5 주 1 교시 문학 수필 (읽기와 요점파악, 문제풀이)  

2 교시 국어 7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역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광개토대왕, 무녕왕릉, 화랑도, 황산벌전투 

드라마클립-광개토대왕,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애국가 4 절 암기 키보드 자판 연습 

6 주 1 교시 문학 산문 읽고 묻는말에 대답하기  

2 교시 국어 8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역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2 

광개토대왕, 무녕왕릉, 화랑도, 황산벌전투 

드라마클립-선덕여왕, 영화 계백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3 줄쓰기-

광개토대왕 

한글자판연습 

타닥타닥 스크린샷 인증 보내기 

7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9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탄생에서 혼례까지 1, 탄생, 금줄, 돌잔치 태몽, 돌잡이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

삼신할매, 금줄, 돌잔치문화 

 

8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0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탄생에서 혼례까지 2, 중매, 함, 혼례식 혼례식, 폐백 과정, 역할배정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중매, 

함진아비, 전통혼례식 

한글자판연습 

타닥타닥 스크린샷 인증 보내기 



9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1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탄생에서 혼례까지 2, 중매, 함, 혼례식 혼례식 재연 준비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

혼례식 의복의 명칭과 구성원, 상차림 

 

10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2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탄생에서 혼례까지 2, 중매, 함, 혼례식 혼례식 재연 준비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11 주 동화구연대회: “탄생에서 혼례까지” 발표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3 줄쓰기논평-  

12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3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역사 고려시대, 태조왕건, 무신시대, 고려청자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 

독도는 우리땅 플래쉬몹 연습 

13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4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역사 조선시대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명량” 비디오클립 

거북선으로 학익진 만들기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 

이순신장군 일대기 줄거리 (컴) 

 

14 주 1 교시 교내모의고사 2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1  

2 교시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 2&3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퍼즐게임 퍼즐판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15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4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 설날, 음식, 풍습, 까치까치설날, 음력달력 음력달력, 설날음식 떡국 만들기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조사해오기- 친척 

관계와 이름 써오기 

친인척 가계도 family tree 

16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5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역사 조선시대 풍속화, 시대상, 조선시대역사 김홍도,신윤복 풍속화 

숙제  독도관련리서치  

17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6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사회.역사 백범일지 줄거리, 내용분석, 감상문나누기  

숙제  백범일지감상문써오기 (컴) JBN 기획영상 백범김구 보기 

18 주 1 교시 교내모의고사 3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1  

2 교시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 2&3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19 주 1 교시 사회.역사 조선일제강점기와 3.1 절, 3.1 운동, 유관순  

2 교시 사회.역사 대한미국 임시정부, 독립선언문, 도산안창호  

3 교시 미술 나만의 태극기 직접 만들기 

한국의날 용 태극기 도안 그리기 

자, 각도계, 컴파스, 종이, 빨강, 

파랑, 검정 물건(펜,곡식 및 기타)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20 주 한국의날 한국의날, 중고등부는 한코너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독도에 관한 발표와 뱃지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내가 만든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근대사 위인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하고, 임시정부와 독도배경 

폴라로이드 사진찍기를 할 예정입니다. 

숙제 없슴   

21 주 1 교시 교내모의고사 4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1  

2 교시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 2&3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22 주 1 교시 전국모의고사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1  

2 교시  SAT2 모의고사 듣기평가 part 2&3  

3 교시  채점 및 문제풀이  

숙제  어휘 5, 속담 3, 관용구 5, 기초한자 5  

23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7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한자 한자총정리  

숙제  총정리 한자 써오기, 타닥타닥 키보드연습 타닥타닥 스크린샷 인증 보내기 

24 주 1 교시 문학 시와 노래, 산문  

2 교시 국어 18 과 문법, 어휘, 활용  

3 교시 국어 어휘, 속담, 관용구 총정리  

숙제  도전 골든벨 문제 연습, 타닥타닥 키보드연습  

25 주 1 교시 기말고사 속담, 어휘, 한자, 문법, 시험 도전 골든벨/상품 빵빵함 

2 교시 기말고사 역사,사회 시험 도전 골든벨/상품 빵빵함 

3 교시 음악 사물놀이  

숙제  총정리 어휘 타자로 쳐오기  

26 주 1 교시 국어 나의꿈 글짓기  

2 교시    

3 교시 음악 사물놀이  

숙제  총정리 속담, 관용구 타자로 쳐오기  

27 주 1 교시 총정리 편지쓰기와   

2 교시 총정리 1 년간의 활동 사진, 비디오 만들기 Spark.Adobe 

3 교시 음악 사물놀이 총연습  

숙제 없슴   

28 주 종강학예회 

1 년동안 공부하고 발표한 내용 ppt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숙제 방학숙제 키보드 자판연습. 총정리 어휘목록 

선생님께 문자/이메일로 편지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