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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가정학습온 학생틀이 가정 및 학교에셔 인터넷율 훨용하여 자신 

이 0，'습하고 싶응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찍습할 수 있는 

개별화학습시스댐이다 

:mJ년에 개발되는 초둥학교 국어파 사이버가정학습의 론텐츠는 국어 

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런 점 

에서 제1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기존의 사이벼가정학습 콘렌츠 

‘ 이 연구농 국이교육연구소가 수앵하논 한극쿄육억울갱보왼 용역파세 잉11l년 시이어 
가정학습 수준연 콩앤츠 개엘(국어과)" 사엽의 일양으로 이우어졌음 

.. 경인교육대학교 초동요육연구원 쩍잉연구씬 

... 석꽂초퉁악표 요사 

.... 항현호동악iIiI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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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학습 주제의 선정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콘댄츠의 내용 개발에 있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를 반영항으로에 개선왼 국어교육의 모엘올 제시힐 수 있어야 힌다 따라 

서 초동학생틀이 현실의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능력올 학습할 수 있 

도록 성장의 내러티프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의 실제와 액락을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기조를 사이어가정학습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성장의 

내러티브는 론렌츠의 형식적인 특정인 동시에 내용 및 교수 학습의 차 

원어서는 언어 능력의 이해1 적용 및 문제 해결 학습으로 연결원다 

국어과 교육과갱은 지난 5차 교육과정 이후로 6영역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때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말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 구분에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으내 결과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ε1. 문학， 문법 

의 6영역 셰제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언어생활의 현실을 볼 때 이 여섯 

영역이 서로 배타척이고 독링적인 영역이 휠 수 었다는 정이 간과되어서 

는안될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사이버가정학습 론댄츠를 개발할 때는 각각의 학습 주 

제가 해당 영역의 고유한 학습 내용을 부각시키연서도 각 영역이 홍합척 

으로 학습휠 수 있는 방향율 지~한다 우컨 각 영역은 언어 환경의 변화 

와 국어교육 연구의 알션을 반영한 교수 학습 모델올 채택함으로써， 서 

책형 교재인 교과서를 벗어나 e-leaming 교재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6개의 영역은 하냐의 학습 주제에서 대양한 학습 

활동을 흥해 홍합적으로 실현하거나， 수준별 콘렌츠 중 심화 콘텐츠에서 

영역 간 홍합 얀f올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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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어과 수준별 콘헨츠 내용 개l알올 위한 환석 

L 2007년 개정 교육괴정1) 및 교괴서 문석 

1) 'ðJJI년 국어과 교욱과정 재정의 앙항 

@ 담화와 글의 수용 • 생산의 ‘실제’를 지협}는 국어 교육 

학습자의 국어 능력은 다양한 당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장왼다 때1년 개정 국어파 교육과정에셔는 학습자가 구체 

적이고 설재적인 당화와 글올 수용하고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채’ 

(정보 전달1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혐의 수용파 생산)를 상위 벙 

주로 제시하였다 제P차 국어파 교육과정에서도 ‘실제1 벙주가 있었으나， 

이때의 ‘실제’는 본질(지식)， 웬리(기놓)， 태도를 익히는 데 활용하고 앙고 

하는 ‘자료’의 성격이 강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툴 상위 벙주로 설정하고 지석， 기 

능， 액랴의 내용 요소툴 관련시킹으로써 학습자의 당화와 글의 수용， 생 

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정을 두었다 특히1 특정 당화와 글올 수용하고 생 

산하는 데에는 특정한 지식과 가능이 요구왼다는 정을 강조하였다 예컨 

대 성취 기준이 셜영문의 수용과 판련되어 있다연 내용 요소는 해당 셜 

영운올 수용하는 데 직성 판련되는 지식， 기능 액락올 중싱으로 선정하 

였다 

이러한 ‘실제1 엉주의 강조는 탕맥락객인 지식1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 

적이고도 실제적인 힌 연의 당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쾌 교용을 

II 이하 국어과 교육과정 개쟁의 방향 잊 표육파정의 성취 기중과 내용 요소는 ‘초둥악 
쿄 쿄육과정 해셜(쿄육과학기슬'1-， lXlll'흉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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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다는 정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당화와 글의 수용 생산의 ‘액략을 지't"']，는 국어 교육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당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액략을 강조 

하였다 여기서 액락은 ‘당화와 글의 수용 , 생산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 

문화척 배경i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상황 액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들고 있다 상황 액락은 당화와 글의 수용， 생산 훨똥에 직성객으로 개입 

하는 액락으로 언어 앵위 주체(화자 펼자1 청자 독자1， 주제， 옥적 퉁이 

혜당왼다 사회 문화적 맥락은 당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 

로 작용.]，는 액락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 

지·신념 퉁올포항힌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액략은 ‘지삭， ‘기능1 벙주의 기저를 이루연 

서 ‘실짜에 지속적으로 작용.t는 성격율 가진다 그동안 국어파 교육과정 

에서는 지식， 기놓에 작용하는 맥락올 충훈히 고려하지 옷하고 당액락적 

인 지식， 기능에만 올두한 껑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가 

지고 어떤 상뺑{ 셔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역사， 문화1 사회라는 넓 

은 액학에셔 사고하고 성창하는 길을 열어 주지 옷하였다 이를 극욕하기 

위해 개정 국어과 교육고정어서는 ‘액략 명주를 지식， 기능과 함깨 중요 

한 국어 교육 내용 영주로 셜갱하였다 이러한 맥락 엉주의 셜쟁은 학습 

의 언어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올 불어넣어 역사적， 사회척 맥락 속에서 

자신의 언어 앵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성취 기준 달성을 지향하는 국어 교육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협자가 국어 교육을 흥해 도달해야 할 

국어 놓력의 내적， 외적 특성을 용영하게 하기 위하여 갱취 기준’을 제시 

하였다 성취 기춘은 모든 ~k습자가 도달해야 할 옥표보다는 학습 경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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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타나길 ""*는 기대이자 방향의 성격이 강히다 이는 교사와 학 

습자가 일률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지용으로에 ~"습 부당을 줄이고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효과를 누리jVf 힘이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되도록이연 당화와 글의 수용， 생산 휠동에 초껑을 

맞해 기술합으로에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엇을 배올 것인 

지에 대한 영료한 지칭올 재흉하고자 하였다 성취 기춘이 셜정되는 방식 

은 당화와 글의 수준과 범위가 제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 각각의 

기준마다 내용 요소의 예를 두어 구체적 실현태툴 유추하고 설계할 수 있 

게하였다 

성취 기준은 국어 수업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당화와 글을 수용 생산 

해야 송}는지 구체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어 수업 장연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 요소들올 이끌어 내는 데 도용을 

준다 또 국어 평가 장연에서 성취 기준 달성 중심의 목표 지향 평가 요소 

를 선갱하는 데 도웅이 된다 

@ ‘매체’ 관련 내용 확대로 언어 환경 변화에 대용하는 국어 교육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어서는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용뼈 교육 내용을 선정하jVf 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모든 교과 교육 내용의 변화를 펼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애체 역시 언어라는 정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펼요가 있다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올 도모하는 국어파에서 얘체 당화와 글의 

수용과 생산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체 당 

화와 글의 창의적， 비판척 수용융 강조함으호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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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ðJJI년 국어과 교육괴맹의 성추| 기준과 내용 요소 

져h차 교육과갱에서 ‘기본과 ‘싱화’로 구분되었던 학습내용이 개정 교 

육과갱에서는 성취 기준에 따라 내용 요소의 애를 제시하는 양식121으로 

바뀌었다 

성춰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영융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 

척 -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성취 기준은 당화의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정올 맞해 71술함으로싸 국어 수업어 서 무엇올 가르치고 우엇을 배 

울 것인지에 대한 영료한 지침을 제꽁한다 

내용 요소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 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내용 요소는 내용 요소 선정 

엉주인 ‘지식‘， ‘기능 ‘액략에서 각각 선정한 것이다 각 내용 요소 션정 

범주에서 l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선정히는 것융 원칙으로 하였으냐1 성 

취 기준의 성격1 톡성에 따라 1개 이상 선정된 경우도 있고 션정되지 않 

은 경우도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당 3-4개를 제시하는 것올 원칙으 

후 제시 순서는 대체로 ‘지식→기능→댁략의 순서툴 따르고 잉다 내용 

요소는 하나의 여시로서 교수 • 학습 상빼 따라 구체화1 상세화， 간략화 

할 수 있으며 교셰 , 용합 - 연형도 가능하다 

3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알왼 국어 교피서이 분석 

• 척정 학습량 확보 적정 학습량온 초동학교 4학년의 발달 수준{듣기 

21 <￥욕 1>에서 4학년 학년영 내용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융 장고항 수 있다 
31 초둥짝요 4억년 l읽기]와 l등기 땅하기 쓰기lR과서용 중싱으호 정리한 내용용 
w7년 개갱 악어과 표육파정얘 따은 초등학교 국어 국정도서 개얀 징월 안내 자료 

징 있1l.æm율 앙고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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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말하기1 읽기， 쓰기 능력 퉁1， 학습 환경， 학생의 흥미와 태도 풍에 적합 

한 학습 활동의 수준과 엉위를 의미한다 개정 교과서어 서는 학습 제재냐 

학습 활통의 난이도와 엉위를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 선 

택 활통올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부당올 경강한다 또 개정 교과서 

에셔는 제n차 교과서에서 신설하였던 한 걸옴 더(수준멸 혁습)를 예지하 

여 학습량올줄인다 

<1i 1> 교괴서영 틴영 구성 셰쩨 

"과명 안씬수 자시 

E기·얄하기·쓰기 8 48(8당씬엉차시) 
' -1 

읽기 8 쟁(8~앤>6차시) 

등기 원l'l ‘쓰기 7 <1.(7안핀‘6차시) 
' -2 

잉기 <1.(7단앤얘차시l 7 

• 언어 사용의 실제을 중심으로 탄원 연성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이른바 텍스트 중성의 교육과정이다 형식연에서도 내 

용 구생 체계에서 이션 7차 교육과정 의 제일 하판11 위치했언 언어 사용 

의 실제(옥척)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려 두고 있다 이는 지석， 기능 액락과 

같은 ξL습 요소들이 언어 사용의 실제를 축으로 선정되고 가르쳐야 항을 

상징적으호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원 연성의 큰 툴은 

언어 사용의 실제를 축으로 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어 1단웬에서는 두 권 

의 교과서 모두 정보 천달올 위한 언어 사용이라는 언어 사용의 설제플 

축으로 단원을 연성하게 완다 두 권 교과서어1서 같은 단원에서는 꽁용의 

언어 사용 싱제를 배치한 것은 두 권 교과서의 연계성， 다시 암해 언어 사 

용 실제의 연계성올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제시왼 언어 사용의 실제를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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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1 일률적으로 한 단원을 배치하는 것은 교과서의 

단씬수가 충분하지 않고 그 경중이 다흘 수 있으므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배치한다 교육과정에 제시원 언어 사용의 실채 순서로 배치하되 정서 표 

현올 위한 단왼은 가급적 처옴과 시작 단원에 배치한다 정서 표현올 위 

한 언어 사용은 주로 문학적인 글 읽기나 효기와 관련원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통함적인 활똥올 유도하기에 종 더 객합송171 때 

문이다 

01 2> 딘월영 언어 A냉의 실쩌 

「학년학카 당원 언어사용욕적 학년야기 안씬 언어 샤용욕객 

1딴원 정서 l안앤 정서 

2안앤 갱보 2단원 갱보 

3안앤 설득 3당원 
성득 

(륙회판양육λ{ 토종 논웅5 

H(야 4안앤 상호 4→g끼 4단핑 상호 

5안앤 정보 5당앤 갱보 

6안엠 설특 6당씬 영특 

앤원 상호 
7당앤 정서 

8양인 정서 

• 성취 기춘의 탄력척 해석 및 반영의 적정화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 

왼 교육파정 성취 기준올 단원 학습 옥표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학년별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기애 부척절한 경우{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지나치게 단연격 기능이나 전략에 치중한 경우)에는 이륭 탄력적 

으로 해석한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탄력객 해석은 셜갱 취지와 근거에 

기초한다 내용 요소의 예냐 해설서 펙스트의 수준과 범위 퉁에 제시원 

정보를 바탕으로 단원 특성에 맞게 재구성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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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을 단원 학습 목표호 구연하는 방식은 다OJ하다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하나의 단원 학습 옥표를 설정하는 빙안， 두 개 이상의 성취 기 

준을 결합송해 단원 학습 옥표를 셜갱하는 방안이 았다 교파서 단웬은 

국어사용 옥척올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4학년의 경우에 l학기 8단원， 2 

학기 7단원 체제로 구성되므후 한 학년 당 욕정 목적(정보 전달， 상혹 

정서)이 3회에서 4회 제시왼다 예룰 을연‘ 정보 단원은 1학기에 두 단원， 

2학기에 두 단웬올 구성힐 수 있다 이예 정보1， 정보2 정보3， 정보4의 관 

계설정이문제가왼다 

예를 틀어 [듣기 밸'171 쓰개 교과서의 경우 정보l에서는 l단원 1개 

성취 기준을 단원 학습 목표에 반영하다가 정보2로 가연서부터는 l단원 2 

개 성취 기쥔쓰기+문엉‘ 듣기+말하기 퉁)이나 l단원 3개 성취 기준(쓰기* 

문법*쓰기(선행 성취 기준 정보 l단원에서 이미 학습))을 반영한 단원 목 

표구현방식올취하였다 

내용 요소의 예’ 반영의 합리화 개정 교욕과정의 성취 기준에 제시 

원 내용 요소의 。W는 웬칙적으호 하나의 예에 울과하다 그러나 교과서 

단원 구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 원다 내용 요소의 에는 해당 성취 기준 

달성에 펼요한 지식， 기능{선확')， 액락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내용 요소의 예는 교과서 차시 학습 활동 목표로 구현될 수 있고 원리 

학습 활동의 일부로 구현휠 수 있다 반영 비중은 학습 요소의 포괄성이 

나 중요성 동에 "1추어 다을 수밖에 없다 교과서 션체에서 보연 여러 차 

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안 나타날 수도 있으며1 거의 없겠지안 전 

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운엉/운학 영역 반영의 합리화 

교육과정의 문엉 영역은 주로 [상Il 교과서에 반영하되 그 성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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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듣기 알하기} 교파서나 [읽기l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권 교과서 모두 활동 수준에서는 문법 영역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법 영역이 다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반 

영하는 방식은 단원의 목표로 제시하는 방식과 차시의 목표로 제시하는 

방식， 활동 속에 녹아틀게 하는 땅식이 있다 그런데 문엉 영역에 제시왼 

성취 기준은 단원의 옥표나 자시 목표로는 한 번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은 주로 [읽기] 교과서에 주로 반영하되 성취 기 

준의 성격에 따라서는 [，y.기l 교과서에서 안영하거나 {듣기 • 말하기] 교 

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하는 냉식은 탄원의 옥표로 제시하는 땅식과 

i씨의 옥표로 채시하는 방식， 활동 속에서 녹아들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문학 영역에 제시왼 성취 기준은 단원의 옥표나 차시 목표로는 한 

번이상반영되어야한다 

4) 교과서 징얻 세옥 

초퉁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는 :mJ년 6휠 현재 1학기 싱헝용 교과서는 

개딸되어 현장 적용 과정융 거치고 있고 2학기 실험용 교과서는 개발 중 

에 있다 국어 교파서는 실험용 교파서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 

제를 수정1 보완ßf<예 칙종적인 갱용 교과서를 개발하게 왼다 따라서 현 

재 창고할 수 있는 국어 교과서의 집필 세옥41은 실험용 교과서 개알을 

위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정본 교파서 학습 옥표와 다소 차아가 생길 수밖 

에없다 

4) <빽 2>-(￥욕 5>써 4학년 u학기 I듣기 행}가 쓰게와 대개 설헝온 교과 
서의 정휠 세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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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버7엠획습 기개앙 콘탠츠에 대힌 분석 

11 흐등학교 4학년 보용 기개발 콘탠츠 

현재 에듀넷에서 제공되는 초퉁학교 4학년 보충획h습 론댄츠(경기도교 

육청 개발)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어려올 때 더 엽고 재미있게 햄1 

할 수 있도록 [알하기 듣기 • 쓰기l[읽기} 두 권의 교과서 단원 체재대 

단언 소단원)에 따라 해당 차시별로 개발되었다51 

그러냐 교육과정이 개갱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역시 새홉게 개일됨에 따 

라 초퉁학교 4회번 국어의 보충 콘텐츠는 전연 신규 개한1 뭘요한상횡이다 

잉 초등학교 4학년 기온 기개알 혼탠츠 

현재 에듀엣에서 제공외는 초퉁학교 4학년 기본학습 콘댄츠(서율시교 

육청 개발)는 ‘학교에서 배훈 내용올 스스로 공부{예습 복습)’할 수 있도 

록 [일L하기 듣기 -쓰71l， [읽기] 두 견의 교과서 단원 체재(대단원 소단 

원)에 따라 해당 차시별호 개발되었다61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역시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 초퉁학교 4학년 국어의 기본 론탠츠는 션연 신규 개발이 필요한 상 

빵이다 

3 초등학교 4획번 심화 기개알 큰탠츠 

현재 에듀넷에서 제공외는 초동학교 4학년 심화학습 콘댄츠(한국교육 

51 기개앙인 보충 혼댄츠의 학숭 주제 욕록용 〈부흑 6>에서 참고할 수 있다 
61 기개안현 기혼 콘앤츠의 학습 주제 옥록온 〈후혹 7>에서 앙고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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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숭정보씬 개발)는 ‘공부하연서 궁긍쨌던 정올 명쾌하고 이해힐 수 있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율연서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라는 목표로 개 

발외었다 단원별로 개발한 보충학습이나 기본학습파는 달리 싱화학습 

콘텐츠는 단원을 몇 개의 주제로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예률 을연， 4학년 

2학기의 경우 5개 단원 중 3개 단원안 심화학습 콘탠츠가 개발되었다 단 

원별 ξL습 주제는 한 개의 주제에 3개의 소주제를 묶어 제시하였다 

이미 개발왼 초퉁학교 4학년 싱화학습 콘렌츠는 주제별로 제작되어 개 

정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요소와 연계 가능한 것은 수정하교 일부는 신규 

로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끼 

m 국어과 수준별 콘헨츠 핵습 주제의 선정 

l 학슐 주쩌| 선정의 기훈 

초퉁 4학년 사이버가정~h습의 주제 목록 수는 보충 m개， 기본 깨7H ， 심 

화 :l5개이며， 보충파 기온은 같은 주제로 수준멸 학습올 할 수 있도록 개 

발한다 초둥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므후 "1이버가정ξι습 주제옥록 

선정에 있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올 상세화하는 작업과 아울러 교과서 

의 단원 및 차시 옥표와 관련성도 합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제옥 

록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옴 2가지이다 

교육과정 성취 기춘파 내용요소의 에 

쿄과서(실엉용) 단원열 차시옥요(j학.7111교과서 개알율 위한 단원열 집영 

애옥i2학게 

71 기개발원 싱화 판앤츠의 주쩨 옥록 옥혹은 〈부욕 8>에서 창고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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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괴엠 성휘 기준과 내용 요소 

초퉁학교는 국갱 교파서 째채이긴 하지안，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 

를 반영하여 만든 학습콘렌츠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 개엘 과정에서 교육 

과갱의 의도률 충실히 반영하지안， 지연이라는 얘체의 한계 때문에 포함 

하지 옷하거냐 구혐하기 어혀용 내용 요소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 

습에서는 교과서1라는 애체의 한계싱(지연 불량 퉁) 반영하지 뭇한 내용 

요소나 λ에버콘탠츠로에 구체화했올 때 ~，습효파를 배가시킬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멸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셔에 국한뼈 주 

제옥록을 추출할 경우 교과서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이 교과서의 영행 학습으로써 그 기본 취지를 살리고 역 

할을 용영히 힐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a 교과서 단원얻 차시 목표 

교과서 단원별 차시 목표는 3l..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간으로 상아 내 

용요소의 예를 창고하여 。|를 구체화하고 상세화한 것이다 샤이버가정 

ξL습의 주제 목록올 구셰화할 때도 이와 같온 방식올 취하게 왼다 

초퉁학교 4학년 l학기 교과서는 이미 실험용 교파서가 개발되었다 설 

헝용 교과서는 8월알까지 학교 현장어 서 의 피드백올 수용하여 수갱하게 

되는데 전에에 의하연 단앤 옥표나 차시 옥표가 바뀌긴 하지만 쩍심적인 

학습 내용이 바뀌진 않는다 따라서 실험용 교과서의 차시 목표는 교육과 

정 성취 기준융 상세화한 여1로 주제 목록 추출의 근거 자료로써 황용tl-는 

데크게우리가없다 

초퉁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는 지긍 개발 중에 있으므후 교과서 집멸 

진의 교과서 기획단계에서 작성한 단원별 집필 세목{단원별 학습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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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학습옥요j올 창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뀔 세옥은 

실험용 교과서와 이를 검토하고 수정허여 실제 개딸왼 칙종 교과서를 보 

연 크고 작응 연화를 거친다 하지안 l학기 실헝용 교과서의 차시 목표를 

창고하능 것파 같은 논리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올 구체화하는 예로써 활 

용하pf 한다 

2. ti용 주쩌| 선정의 잉업 

H 획슴 주제 옥록 선정의 과정 

초퉁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는 듣기 4개 알하기 4개， 임기 4개1 쓰기 4 

개 운엉 3개 문학 4개로 총 잉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성취 기중에는 지식， 기능， 액략에 해당하는 3-4개의 내용 요소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성취 기준에서 추출해야 할 주제는 Af이버가정~，습의 

최종 주제 옥륙의 쉬m개)를 고려하연， 각각의 성취 기준당 대략 3개의 

학습주제(Zl>< 3댐께툴 구체화하연 왼다 

한연1 초등학교 4학년 ‘일기 ‘듣기 딸}기 . ^'기 2권의 1, 2학기 교과 

서는 총 II안웬으로 구성원다 따라서 교파서 단원을 기준으로 삼아 하냐 

의 성취 기준이 한 단원에 포항되었다고 보연，l)(단원수)x 2.5( 7깨 정도의 

주셰툴선정하연왼다 

하지안 교혹파정의 성취 기준이 균동하게 교과셔의 단원 목표냐 차시 

목표로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어떤 성취 기준은 륙정 학기(I학기나 2학기) 

에 l단원에안 반영되기도 하고 어떤 성취 기훈은 1， 2학기에 4딴원에 정 

쳐 포항되기도 힌다 또한 어떤 단원은 2개의 생취 기춘율 포함하기도 한 

다{예 4-H 읽기(2)글올 잉고 어휘의 적절성을 평가한다J문엉(1)국어 높 

임엉융이해한다) 



국어역 시아버7얘q융 수춘명 혼앤츠 내용 ，.일 연구 pl 199 

이처험 교파서 단웬에 반영왼 성취 기준의 수를 고려하연， 교과서 단웬 

에 반영원 성취 기준의 수에 따리 산술적으로 주제 옥흑올 추출하는 것은 

일변 셰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주제 목욕융 추출~I지 옷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균형도 맞지 않율 수 있다 따라서 주채 목혹의 수를 

걸갱할 때는 성취 기준이 한 단원에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2-3개의 주재 

블 추출하고 통일한 성취 기준이 포함왼 단원이 하나씩 늘어날 때아다 2 

개씩 추째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단， 한 단원에 2개 이상의 성취 기 

충을 포항한 탄원의 경우에는 그 안씬의 수안큼 1개씩올 삭쩌하는 방식 

으로 주제 목록올 선갱하기로 한다 

a 학슐 주쩌 옥륙 선징의 예 

사이어가정학습의 주제 욕흑{예 ‘읽기’ 주제 옥륙)온 읽기 교육과정과 

읽기 교과서즐 겁토하여 다용과 같응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언저 읽기 표육과정의 4학년 성취 기준 중에서 폐 글쓴이가 채시한 의 

견의 객절성율 평가힌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율 갱려하 

여 합리척으로 판단하는 놓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원 것이다 사회생활 

에서 다른 사랑이 의견올 채시하는 상황융 당연할 때 이에 합당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웃이， 글올 잉올 때에도 글쓴이의 의견에 대하 

여 여러 가지 상횡이나 여건융 고혀하여 합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글얘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련 요인을 검토하여 그 

적절성융 영가할 수 있도륙 하는 이1 중정을 둔다 

의견율 제시하는 글온 글의 내용이 사실이나 느낌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에 비중이 있는 글이다 이런 글온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과는 당리 

근거툴 재시하기보다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 

용 어떠한 사앤JOII 대해 견해툴 밝힌 것이므로 주요 사꺼i이 무엇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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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올 얄했는7)을 영확히 알도록 한다 주요 사안은 

인울에 판힌 것일 수도 있고 대상이나 상빵” 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들 새에 대빼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중심 내용을 아는 차원에 

서 분영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과 판련왼 여러 가지 요 

인， 즉 판련 당사자의 입장이나 여건， 사'll이 처해 았는 상황이나 배경， 

의견의 실현 가능생 동의 요인을 살펴서 이들 요인에 비추어 의견이 적절 

한지 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검토 컬과에 따라 글쓴이의 의견이 수용할 

수 있는 척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그 결과 안약 글쓴이의 의견이 

수용하기 어려훈 것이라고 판단헬 때에는 잉는 이의 입장에서 더용 척절하 

다고 생각하는 새로훈 의견을 제시하게 할수 있다 이로써 의견에 대해 합 

리적으로 판단힐 수 있는 사고의 과갱과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글의 수준과 범위는 인울， 대상， 상황 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로 제시한다 이때 제안서냐 요칭서 퉁 의견올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 

올 다루고 생활문이나 연지 퉁의 형식으로 의견올 당은 글을 포항할 수 

있지만， 논중적이거나 설득적인 논설문온 다루지 않는다 학습자응룰이 판 

십을 갖고 흥미흉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의 글이 바랑직하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요소는 의견율 제시한 글의 욕성 이해하기， ‘글쓴 

이가 주목한 인울， 대상， 상황을 파악하기’， ‘글쓴이의 의견의 적절성 영가 

하기’， ‘글쓴이가 주옥한 인울， 대상， 상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 째시하기1 

퉁올 예로 제시한대교육과학기술부， :mIal 
다옴으로 이 성취 기준은 교과서의 단원 옥표나 차시 목표로 구셰화원 

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과 판련한 4학년 읽기 교과서와 교과서 개알융 

위한 집필 써욕어 서 상세화한 학습 옥표률 창고할 수 있다 

<4학년 l학기 3단원〉 

다흔 사랑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하여야 하는 꺼당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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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적절한지 딴단하는 앙엉 알기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하여 금 읽기 

- 동장인울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 읽기 

<4학년 l학기 6단원〉 

의견융 비교하며 블을 읽으연 좋온 정 알기 

블에 채시원 의경융 비교핸 앙업 알기 

- 여러 의경용 비교하며 글 읽기 

퉁장인울의 의견이 다른 글융 잉"， 글얘 제시원 의견 비쿄<，7( 

<4억년 2학기 3단원〉 

- 재안"는 긍이 쩔요한 까당 알기 

채안하는 글융 읽고 정리하는 앵엉 암기 

채안하는 내용율 생각하며 글 읽기 

• 채안.0'는 글올 영고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의논하기 

<4학년 2<t7( 6단원〉 
글쓴이의 의견에 대하여 내 의경율 제시해야 하는 까당 알기 

글쓴이의 의견에 대하여 내 의경융 찌시하는 방엉 앙기 

글쓴이의 의견과 내 의견올 비교하며 글 임기 

(나의 의견과 비교하여) 의견의 적절성융 명71하며 블 읽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읽기 교육파정의 생취 기준 131은 1, 2학기 잉기 

교과서 4개 딴원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최소 8개에서 최대 971의 셰부 주 

제 옥록을 추출하연 원다 다옹은 이와 같온 앙식으로 추출한 세부 주제 

목록의 에이다 

l 의경융 채시한 긍의 복성 이해하7( 

2 의견의 적절성 판단하기 

3 글쓴이의 의견이 적성안지 생각하며 글 읽기 

4 퉁장인울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끌 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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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에 채시원 의경올 비교해야 tl는 까닭과 방엉 앙기 
6 글에 채시원 의경율 비교하며 글 잉기 

7 글쓴이가 주옥한 인울 대상1 상영에 대한 자신의 의경 채시하기 

8 긍쓴이의 의경의 척절성 영가하고 의논하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버가정힘낼의 학습 주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6개의 영역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기본과 보충 론렌츠는 각각 m개의 

주제를 신규률 개발한다 그리고 심화 콘댄츠는 기재알 론앤츠에서 g개 

의 학습 주제롤 수정하고 신규로 7개의 학습 주제를 새롭게 개알힐 계획 

이다잉 

W 국어과 수준별 콘텐츠 원고 집펼의 방향 

l 수중얼 콘팬츠 내용 개밭의 빙항 

기본 콘탠츠는 학융자가 교과서 및 학교 수엽 내용올 바탕으로 학습내 

용올 정려， 와인. 체계화하고 척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본 론앤츠는 

흥미요소률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올 보조해 주는 기능이 부각되어 

야 한다 이러한 학습 보조 역할올 현장 교사의 동영상이나 옹성으로 제 

공하연 학교 수엽의 연장이라는 실제감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때 

교사는 씬능목표와 학습내용을 안내하고 정리해 주며 영가 결과를 피드 

액해주는역할올한다 

보충 론댄츠는 학습자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지 옷쨌거나 수업을 듣지 

않고도 교과서의 내용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충 론댄 

81 <우욕 9>에서 :mI년 시이버가갱'i당 콘앤츠 개쌀 찍습 주제 옥욕율 앙고양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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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는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와 관심올 가지고 참여히어 기본 개영 빛 웬리 

학습을 할 수 있도흑 한다 이에 내러티므 구조 속에서 교수자 역할을 하 

는 캐릭터가 학습의 파정을 이끌어가여 개녕 및 원리를 직접 셜영하거나 

시벙보이고 이를 학습자가 이해;;1는 데 초정올 둔다 

심화 콘렌츠는 학습자가 교파서 내용보다 싱화왼 수준으로 사고력 확 

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싱화 콘렌츠는 과제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활동을 제공히써 학생을이 도션의식을 가지고 학습활동율 해 

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훨동에 대한 즉각객인 평가률 

홍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요 3> 수준영 큰연츠의 연계 및 χ뼈회 전략 

기톨를앙츠 보충혼영츠 성화를임츠 

• 전영객이고 인숙한 
·단순하고흉이었: 렉 

익스트 
AE • 복앙적이고 따장원 익 

• 표과서 익스트수춘 
·악습목요도당에웅훨 AE 

‘!스트 :4 동엘한난이도의 요한요소와난이도용 • 상.~l 억년 및 타교파의 
셰저한연용 대얘 핵 교과서 수증에춘하는 

q스트앙융 
AE 에스트 

• 얘셰 익스트 ￥훈 
• 하위 학녕의 쿄과셔 ·얘셰 q스트객극한용 

11용 
익스트양용가능 

• 학융자의 연똥중싱 ·표사의설앙시엉충성 • 억습자의 과애 혜경 중성 
• 월수학습내용 제시 • 깨녕 잊씬리억습내용 • 심회/확장원 억습내용 

교수 · 혁 
• 순차'il위계석 학숭 ·시벙및연습중성의 ·과제난이도얘따흔수 

습 
환동구성 학습활동구성 준영 t써웅앙동구성 

• 적용학습장죠 ·이해 엑념강조 • 용잉/{01혜와 적용) 억 
• 단앤영 차시 아융 • 단원영/영역영 자시 악 습중싱 
앙빼 습얀내 ·영억옐차시 학습또빼 

·성취기준 도냥’* · 학습과정융 융는수 ·과제수뺑얘따흔 록각 
인을위안영성명가 시 평가 적인명가 

영가 
• 성취강융흉한자말 • 자신강 부여흉 용한 • 도선적인 학습의욕끄 
적 악습 유.~ 학습용기유일 취 

• 안정 경I에 따흔보 ·기본개녕이해중싱 ·자기 정경 항동올용한 
충'f 성화 학융 익C>4I 의영가 자기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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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학습충성의자 1 - 교사의 설영과 시엉 1- 파재 수앵 잊 평가용 
기주도칙 학습엉 | 중성의 칙성요수엉 | 용한 문셰혜킬 학습엉 

2 수훈엄 콘땐츠 윈고 집뭘의 빙항 

11 초등학교 4학연용 기온 큰댄츠 

기본 론텐츠는 전형객이고 친숙한 핵스트툴 훨용하여 ξk습자의 자기주 

도척 학습활동융 용한 성취 기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 

습자에게 학습내용융 영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파갱을 스스로 확인하고 

조정할수있도록한다 

(가) 교수 회h습 성계의 원려 

@ 핵스트 차원 전형적이고 친숙한 핵스트로 텍스트의 수준은 4학년 

교파서 수준의 난이도흘 가지는 텍스트를 선정한다 또한 학습 흥미와 활 

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애셰 핵스트흉 부훈적으로 황용한다 

@ 교수 학습 차원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내용율 순차척이고 위계적 

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기온 콘댄츠는 교파서 단원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차시 학습은 단원 

별로안내하도록한다 

@ 영가 차원 성취 기준 도닿올 확인할 수 있는 형성명가를 흥해 성 

취강을 맛보게 하여 자발척인 '1냥f올 유도힌다 그리고 평가 결파는 보충 

과 성화 학습으로 연계항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나) 학습 과정 구성의 원리 

@ 무엇올 배울까요? 학습 내용융 확인하는 과갱으로 학습목표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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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내용올 현장 교사의 동영상으로 안내한다 하지안 동영상 채시가 단순 

히 뎌지힐 기법과 장치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 

사의 실제 체험이나 예시 이야기률 통해 학습의 휠요성과 동기유엘이 되 

도록 교사 역할을 영확히 인식하고 셜계하도혹 한다 그리고 매핑기엉올 

활용하여 본 차시와 관련왼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스스로 공부해요 ξk습자가 개념 빛 웬리 혁업에서 적용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순차적/위계적으로 구성한다 이때 알아보 

기는 개녕 및 원리 학습올， 적용하기는 알아보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 

주도적으로 적용해 보는 활똥 중심으로 구성한다 보충 콘텐츠가 개념 및 

원리 학향” 초껑을 둔다연 기본 콘렌츠는 적용 학습을 강조한다 

@ 아하， 그렇구내 학습올 마우리하는 단계에서는 되징어보기와 실 

력 정경의 학습 과정을 거친다 되짚어보기는 동영상을 흥해 학습내용올 

정리해 준다 설력 정겸하기는 형생평가 문제로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단하l 이에 대한 피드액은 '"샤의 동영상을 흥해 이루어진다 이때 

교사의 피드액은 판정의 기능에 머울지 않고 학습의 확안 정리 및 강화 

핸 역할융 한다 그리고 이려한 성취 기준 도달 정도에 따라 보충이나 

심화 학습을 진앵할 수 있도흑 한다 

<1i 4> 기온 혼헨츠의 악습 2f엉 구성 

억습단계 학습과갱 구성요소 구현양식 

우엇용얘융까? 
찍승내용 확인 억않욕" 잊 억습의 필요성 인식 용영상(안내) 

하기 애경지식 앙성화 얘영 기엉 

알아보기 개녕및인랴학습 
스스로공푸얘 

적용한숭 l 순;:~;워계척 구녕 
요 칙용하기 

적용학습 2 

。}하，그영구내 
되짚어보기 엑h습내용 갱리 동영상(정래 

싱릭 정겁tf.기 <J성앵7K3푼앵) 동영싱(피드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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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 4획연용 보충 큰텐츠 

보충 혼렌츠는 단순하고 흥미있는 핵스트률 제시하며， 교사의 친절한 

설명과 시벙올 흥해 개념 및 원리를 습득하도록 한다 이에 학습자가 내 

러티프 구조 속어 서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싱을 갖고 ~，습에 용잉할 

수있도록한다 

(가) 교수 • 학습 설계의 웬리 

@ 핵스트 차원 단순하고 흥미있는 텍스트를 제시한다 이때 액스트 

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어려융을 느끼는 학생올 고려하여， 학습옥효흘 달 

성하는 데 앙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어 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용한다 교 

과서 및 지도서의 핵스트라연 길이를 짧게 줄이거나1 애니메이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며， 교파서 외 텍스트 도 적극 활용한다 

@ 교수 ‘ 학습 차원 개념 빛 왼리를 교사의 설명/시벙 빛 연습융 흥 

혜 교과서에서 이해하지 옷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보충 콘댄츠률 학습한 후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기본 및 싱화 학융 

올 할 수 있도록 단원 및 영역별호 안내한다 

@ 평가 차원 개념 및 원리를 주로 평가하되， 수시 평가를 흥해 학습 

파쟁에 도웅을 주고 비교적 쉬용 문제를 홍해 학습에 자신감올 갖도록 한 

다 그리고 게입 요소를 도입하여 명7f에 대한 부당강올 해소하고 흥띠를 

강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슴 파정 구성의 원리 

CD 달인올 찾。}서 ‘궁금해요1에서는 안화나 애니에이션 형식으로 풍기 

유딸을하여 학습의 펼요성을느끼게 한다 그리고‘무엇을 'H율까요’어서 

는 혁습옥표와 ξk습내용올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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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 배우고 ‘알아보아요’에서는 우선 중요한 학습 내용은 도식적 

으로 구조화;;)<져 채시해 준다 이어서 시벙과 연습을 통해 개념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용해 보아요’에서는 j알아보아요1에서 익힌 개 

념과 원려툴 유사한 사혜에 척용하여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한 수 배우 

고1 과정에서는 1 -2개의 한두 개 롤알 퀴즈를 흥해 학습 진행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내공올 쌓자 ‘내꽁올 쌓자1에서는 게임 형식올 기본으로 하는 평가 

를 하고 학습내용이 문장으호 정리왼 내꽁 중서에 핵심 개념을 넣어 옴 

으로써 애용 내용올 정려하연서 외적 보상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Il5) 보충 혼댄츠의 악습 꾀엄 구성 

'1습단계 이습 'f정 구성요소 구현양식 

딩인융찾아서 
긍당<1요 똥기유발 

우엇*애웅까요 학융옥JUf 학습내용 안내 

양아보아요 
개녕빛원리학습 l 

한수얘우고 개념잊원리학습 2 
직성교수중심/용 

앙 퀴즈(1-2.문항) 
적용예보아요 석용악습 

내.;y-.:융 *자 확인얘융껴요 
영성영'k2운앵) 게잉 영식 

학습내용 정려 내공중서 

3 초등학교 4학연용 심화 은탠츠 

심화 콘렌츠는 복합격이고 확장왼 택스트를 활용허여 난이도에 따흔 

수준별 학습활동을 과제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에 학습자애게 학 

습내용올 도전 파제를 형식으로 제공i뼈 수앵하도록 하고 이툴 명가하 

여 그결과을획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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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 . ~，습 설계의 원리 

<D 핵스트 차원 복항격이고 확장원 핵스트를 활용한다 교과서 텍스 
트 이외에 교사용 지도서의 창고 핵스트 상위 학년 국어 교과서， 타교파 

의 교파서1 그리고 얘체 핵스트를 적극 활용한다 

@ 교수 ξk습 차원 교과서보다 심화， 확장왼 학습내용을 과제 난이 

도에 따른 수준열 학습활동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 

를 흥해 이해와 적용 학습을 통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심화 

론댄츠는 국어과의 6개 영역 중싱의 보충， 심화 학습과 연계되므로 차시 

ξ명융 영역별로 안내하도록 한다 

@ 영가 차원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따른 즉각적인 피드액을 제공하 

여 도전객인 ~，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 걸파에 대한 P/F식 도달도 명 

가를 용해 '171 정겁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쩍습 과정 구성의 원리 

@ 들어가기 도전 과제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학습목표와 ~，습내용을 

확인하도록한다 

@ 도전하기 학습 과제를 도천 파제 형식으로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로 유옥화허여 제시하고 각각의 과제 해결에 따른 피드액올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 나가기 학습 결괴를 자기 스스로 정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고 학 

습내용에 대한 정리는 ‘비업 노트’를 흥해 정리할 수 있도흑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심화 혁습 활동운 영역별로 달인 카드 모으기 방식으로 안내하도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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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 심화 걷헨츠잉 학습 괴댐 구성 

학융단계 억융과갱 구성요소 구현앙삭 

을어가기 도션파찌알아보지 학습육Jl 잊 억습내용 확인 

파" 수앵하기 l 과셔혜경잊영가 

도전하기 '1에 수앵하기 2 과제해결및영가 수훈멸구성 

과제수앵하기 3 과셰빼결및영가 

나가기 도정경과잉언하기 학융결과확인및정리 비엉셔 

3 교l싸업용 콘펜츠 원고 집월의 빙항 

수엽용 콘렌츠는 관련된 학습 주제의 기본보충 론렌츠의 학습 요소를 

재구성함으로에 교사가 ξk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독자척인 수업을 진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교새} 칙겁 명가 문제냐 ~"습 자료를 입력 

혹은 엉로드 하여 수업에 휠용할 수 있는 기놓을 더하연 좀 더 활용도 높 

은 학습자 중심 수엽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진은 수엽용 콘탠츠 

와 함께 교사용 안내 자료에 간단한 학습 지도안을 집필하여 채공함으로 

써 교사가 수업용 론렌츠에 제시원 학습 요소률의 성격융 충분히 이해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요 η 수업용 혼연츠의 구엉 요소의 예 

액슐특g 학융옥g제시(기온) 악융옥Jl. jj[과서 관련당씬 완련 억습주제 

도입‘용 애정지식 힐성희(보충) 

학슐.톰 
재녕 잊 씬리학습 11보충) 

개녕 잊 앤리학습~"-충) 

기초훈채 - 율방취~1.2.(J연 총} 

억*핑가 확인훈제 - 영성영가 1，2;U충) 

앙션푼채 영성영가 1，2，3(7 1온) 

억슐갱리 학습내용 정리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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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보기(기본) 대학 

’”융거리 
색용하기(기본) 경유터도 생각힐 수 았냐? 

(히스트j 
수연하게보충) 당나귀용 옐랴 간 아어지와 이툴 

강고닦게보충)일기 

강고 닦게보충) 피자 자동딴얘기 

톨융거리 
알아보게기본) 대화 

(악용이를) 

(얘니에이션) 

척용하게기본) 정휴터도 생각힐 수 있나? 

뭉금해요(보충) 앙나해흥 팡러 간 아어지와 。}을 

수련하게보충) 구두혀 내기 
(동영상) 

톨거리 정려하기(기온) 의경의 적절성올 판단하논 앙엉 

(그엉1 도요 셜력 껑정하기 1, 2. 3(71온) 
예니예이션 (도요j 

용영상) 학슐내용 와인하기(71본} 의견의 적쩔성 환안하기 

알아νU기본) 의견과 의견용 내세용 까당 알기 

알아보게기온) 의견의 객정성올 연단하는 앵엉 

적용하기(기용) 의경과 의션융 내세용 까당 잊아보기 
수련하게보충) 시질과 의견 구g하기 

수련하기(보충} 의견에 앙맞은 까닭 살여보기 

W 맺옴말 

지금까지 초퉁학교 4학년 국어파 사이버가정학습의 콘댄츠 개발 방향 

율 제시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 국어파 콘렌츠는 변화하는 학습 환경과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학습 내용올 수용하여 학습자에게 최대한의 효 

율성을 당보하고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틀 

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어과 수준별 론탠츠 내용 개발올 위해 때7년 개정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파정에 따른 국어 교파서툴 분석한다 울에 기개발 원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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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갱학습 기본， 보충， 심화 콘렌츠의 내용융 분석한다 셋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 단원열 차시 옥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준멸 학습 주제 

옥록올 선정한다 넷에 기본， 보충， 심확 론댄츠 간의 학습 내용파 흐릉 

상의 연계와 차영화 뿜많 모색한다 

욕히， 수준별 학습 론텐츠의 연계성과 차별성은 설채 집필 및 설계 파 

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융과 같이 웬고 집멸 

의 방~율설정하였다 

기본 콘렌츠는 학습자가 교과서 및 학교 수엉 내용을 바탕으로 tι습내 

용올 정리， 확안 셰계화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이고 

친숙한 렉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척 획않활동을 흉한 성취기 

준 도닿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획숨지에게 ~h습내용올 영 

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과정올 스스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충 콘탠츠는 ξk습자가 학교 수엽올 이해하지 옷쨌거나 수업을 듣지 

않고도 교과서의 내용융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고 

흥미있는 텍스트를 제시하며， 교사의 친절한 설명과 시벙융 홍해 개념 및 

원리를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h습까} 내려티브 구조 속어서 or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판싱올 갖고 학습에 용엽힐 수 있도록 한다 

심화 콘탠츠는 ’\'，습자가 교과서 내용보다 성화왼 수준으로 사고력 확 

끼g.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복합객이고 학장왼 핵스트흘 훨용하 

여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활동을 과제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에 ξι습'l<>fl게 학습내용올 도전 파제를 형식으로 제공5얘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형71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수업용 콘렌츠는 수엉용 론해츠는 관련원 학습 주제의 기본보 

충 론렌츠의 학슐 요소홀 채구성함으호에 교사가 ξk습 내용을 재구성하 

여 독자적인 수엽을 진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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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과 샤이어가갱혁습 수춘영 론헨츠 내용 개앨 연구 (1) 

- 초등학교 4억번용을 용상으호 

박.~균 • 암욱 • 이정우 

이 연구는 때7년 개정 쿄육과갱에 따혼 극어과 ，'1이어가정억슐 초퉁억교 4 

억년 수춘영 혼댄츠 내용 개발올 육적으로 한다 이훌 위해 ;rrn년 개갱 국어과 

교육파정융 살펴보고 Af이어가정<"습 기개옐 론댄츠흥 분석하여 다용파 같옹 

징멸방향율설정하였다 

기온 콩앤츠는 악습>flf 교과서 잊 학교 수업 내용융 바당으로 억습내용융 

갱리， 확얀 셰계화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앵객이고 친숙한 엑스 

트용 l!용혀여 억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활용율 용한 성혀기준 도당율 확인힐 

수 있도륙 한아 이올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융 영시적으효 채시하여 억습 

과정용 스스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충 론엔츠는 억융자가 학교 수엉융 이해하지 옷었거나 수엉융 듣셔 않고 

도 교과서의 내용융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순하고 흥미있는 

익스트툴 찌시하며， 교사의 친절한 설명파 시엉율 용혜 재녕 잊 원리톨 습득하 

도록 한다 이흘 위뼈 학습자가 내려티브 구죠 속에 서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와 

판싱융 갖고 학습얘 올입할 수 있도옥 한다 

심화 콘앤츠는 학습자가 교피서 내용보다 심학원 수훈으흐 샤고력 확장하도 

욕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복합쩍이고 확장원 익스트용 활용혀여 닝이도에 

따른 수준열 악슐힐동융 과세 중심으로 뼈컬하도혹 한다 이용 위해 학습자에 

게 학습내용을 도전 과찌를 형식으로 셰용하여 수앵하도흑 하고 이용 영가하 

여 그절파훌확인한다 

I주셰어l 시이어가정학습， 기본 혼앤ξ 보충 론댄ξ 싱화 용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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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EIraCt 

A Research for Developing Cyber-Home Leaming System 

Contents of Korean Subject (1) 

!α the 4th G써de 이 티eπlentary Sch。이 Sludenls 

벼1\ Q-arg-깅\<lOIl ' 뼈1\ LI< ' Læ, ..\.rg-IIOO 

까r 따π .. of tl마 article is 10 n화æa.띠daræ of tre π찌없 that we are to 

æve!qJ tre 예1 gm, Cyl<r lbre LeamIDg Sys떠n antmts in æcor벼"" 써m 

tre 'JJJI π씨sioo û.uricu\wn 50 that we exarriæ car려피y tre 'JJJI π"0'" 

cunia띠um ard anaIysis tre ,rev;æsJy mJde Cyl<r lbre LeamIDg Sys떠nar닝 

cræte tre J>ilriØe of 3 lOn:I of Cyl<r lbre L=πng System lXI1따 .. 
The Basic cyæ 뻐:ræ Leaming System is rra:E fa stlò:nt's 밍-， 

@퍼""""cr원lll1m(!， ar엄 쩍껴꺼ng the rmtði허 g 성m lesnt We ~녕p stu<Ent 

d업‘ their 엉R뼈_ tluα생1 영I명uiæ kmπ"， by 뼈ng tYJiCaI ar닝 f에피a 

text ln C::nH to 00. 'Ne sl때;y ∞.Ó'nts cætmt s뼈e::t 잉때ic:itly， ær:I IT빼æ tlm! 

1IØlÌta' ard r명ulate their Jeamil>! """"‘ bythen생'es. 
The&찌:kne!tary αber 벼re L=며ng Systan is rmde fcc stu1ent's 

α>Ierstallir명 subject 예뼈. lWel 1쉰g 의~) \Ir'ere !Ø grasp any class (J' 

..;thOJt 때"'" 따t in tæ class. We assist student l.U'Òm.ar피 a~ ær:l a 

πir<iØe by 잉ing ætaikd e>때anatim ard 영tir‘&8" exan찌e. 50 as to 00, we 

m:oor찢~ stt.ò:nts to be interestro in αnt6lt .뼈æt ær:I to be eng앵00"' 

Jeamil>! 여U에1 때raIl .. 없JCtUre. 

The MIam었 cyæ lbre LeamIDg S""," ;s mJde fcr StU<Ent’s eJq>llXing 

tæir cogJÚtive iX>wa- toward 엉~Je\o잉 써lffi æ(cr 약"，1 wants ω <Il beyα잉 

a 1m""외 '" cootent "'이ect. We SI.때Jcrt Ihat 잇 .... α'IÍoon the o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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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o the le>녕 이 ~ 0JIl1ÍeX ar피 advarre! text 50 that ‘f 

bπshthestuæús αn"'" 잉bje:t by the way m ~ task ar<I eva1uate 

ar<I ;æmfy the resclt 

[J(ey W<Xdsl Cyby fure l.eamÙI! s"'"'" Basic 예뼈"'~ 띠1떠'" 

뼈vaoced co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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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특 1> 4획번 성취 기준와 내용 요소의 얘 

영역 생예기훌 내용요소의예 

l 설영 예상에 아라 중요한 내용이 영라정융 이에하기 

1 성영하는 양용퉁고중 2 일영 대상에 대얻 얘갱 지삭 이융리기 

요한내용올이혜한다 3 욕적과 상쩌 따라 정보의 강요도 딴단하기 

4 종요한 l갱용「울 중심으로 얘포하'1 

l 토씌외 일방적인 진뺑 절차 얄'1 
2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 2 토씌 논체에 대환 여퍼 가지 의견 파악하기 
파 버z하연'1 마혼 사랑 

l 의견 간의 공용껑과 *1껑 야의바기 의 양용을는다 

튿기 4 다룡 사협의 의견융 경쟁하논 태도 ，)저기 

I 소채하는 말의 '\'à 이혜하기 

127M하는 양흩 을고 능 2 소재환 내용얘셔 중요한 ￥훈 기억하기 

용칙으로안용얻다 3 궁급하거나 이 알고 싶옹 내용 갱운하기 

4 소채 때상의 혹생옳 고혀하여 반용하기 

l 주인공의 앙파 영동에 주용하연서 를기 
4 어야기톨 툴" 주제활 

2 사건율 중씹으중 좋거려 화약하'1 
여씌앤마 

3 언불파 λ}견옳 중심으호 쭈~ 찍악하71 

1 톨눈 이쓸 고혀하연서 내용 조사하71 
i ‘ 좌}환 내용융 환우훌。l 

2 중싱 내용이 상 드러나깨 내용 조칙하기 
이혜하기 엽깨 발표현'* 

lj'셀외 종간쩍 특생융 고려8뼈 Jt와혁으로 선항하71 

1 회의의 철차와 방법 젤기 
2 회의의 정자억 앙영융 2 회의 안건에 q하여 축고하기 
양l 악긍 괴의에 쟁석얻 

3 요정융 강경.).고 운영하게 양하기 다 

양하 4 디'"안 의견올 수영하여 ~용의 훈제 얘경하기 

기 
3 를는 여의 져'1훌 생'1 l 흩는 이의 셔지툴 고려하연서 내용 생성하기 

하연서 '1-짝 거성， 위로의 2 ￥닥 거강 우l로의 상'jOI서 잊용 어조로 강하기 

얄용한다 3 흩는 이의 서지용 생각하연서 g겨1는 예도 

l 내용융 요약f하고 생각이나 느g 엇샅이기 ‘ 용억 씩벼←{λ{ 앙용 강 2 작홈에셔 갑똥척언 #용용 찾아 짱협.; ￥f련첫기 
동융 갱생한요현융사용 

3 꾸여 주눈 말용 효과쩍으호 사용하여 짤하기 히어양한닥 

4 작용에 이엔 생킥에냐 느낌융 용혀여 자신융 드러내기 

허기 1 펼요한 갱보훌 핫기 ￥l L 사션의 혹생과 가농 이혜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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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샤전융잉는앙엉용익 2 사천 황용하는 방볍 얄기 
힌나 3 사션옳 활용하여 평요빵 쟁보훌 창ζ 습판 기효'1 

I 사천척 의미화 용백척 ~1"lg1 *1 이혜하기 

2 양용 얽고어휘 사용의 2 역확에 따라 낳말 션택이 닿랴집율 이a휘하기 

격결성융 영'1앤다 3 적영한 표언파 적정하지 앙용 요얻 갖기 

4 어휘의 쩍쩔생훌 i명가하연셔 얽느 태도 '1르' 1 

l 의견율 제시현 월의 륙성 이빽하기 

3 캉쓴이'1 제시한 ~견 
2 을쓴이가 주욕힌 인용1 얘상 상영융 파악하기 

의 적엉성ξ 영가힌다 1it쓴이의 의션의 석영생 명가하기 

4 금쓴이가 주육한 인용 얘상‘ 상영에 대언 >1인의 의경 
제시하기 

L. 71뺑용의 확성 이혜하기 

4 기앵운용 읽I 여정파 2 긍의 내용융 아양으로 을쓴이가 다년 곳 갱리하기 
강상융 정리앤다 3 여!’지나 여앵 파정에 얘얻 을쓴이의 강상 우용 양기 

4 다양환 기행용 찾-1 읽기 
l 쩔꺼려의 개녕 。l혜하기 

1 사건이나 앵홍의 연야가 2 사장 행흥의 변화률 중섬으jξ 생려하'1 
잔 드러냐깨 이01기의 내용 

3 이야기의 출거려활 ~구훨 앞에서 받Jl하기 올 ι얀fðI여 쓴다 

4 출거려 요약에 영향융 이치는 요인 이뼈하기 
l 셰안하논 물잉 욕성 이혜하'1 

2 다환 사험의 생작-1냐 2 자션과 다혼 사람의 생각잊 *'1 파악하'1 
앵동융 연>1시잉 욕칙으효 

1 '1당하]t 합리 척인 재안 마련하'1 껴안하능긍용쓴다 

4 째안항 내용용 접"하고 척접하체 고쳐 쓰기 
쓰기 l 현져~ 형식 항'1 

3 앙잊은 내용용 션정하 2 얽쓴 아의 상황융 고려하여 알맞용 내용 션정하'1 
여 n않올 나누는 뻔지용 

3 자신짜 읽논 이의 아용융 혜。1<1연셔 쓰기 쓴나 

4 자신짜 원농 어의 판책활 고려하쩌 쓰기 
i 읽노 01훌 고썩하역 내용 생생하지 

4 급;> • .:z.렴이 장 어윷'1 
2 긍과 그힘용 용얘 g얻앙 수 잉논 내용올 구용허뻐 요현 
하기 

게 그링찍용 인든다 
3 칼과 그협이 서혹 어옳려도휴 구성하'1 

4 완생흰 그헝쩍용 영}표하고 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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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와 방언의 개녕 이혜하기 
l. 1[，혐와 방떤의 사용 z 표환{와 뱅언이 사용외는 상황 이했하기 
양쌍용이핵환<f 

3 상영에 잊게 Ji중어와 빙언융 직영하게 λ 용하기 

L 높염법의 "념화 종휴 이혜하기 

문엉 2 국어 훌엽볍홉 "1혜현다 z 놓입법율 써야 힐 상빵 이혜하'1 

111잉 엉융 척결히 써셔 효과적으호 일히기 

I 푼장 생훌의 쩨녕 "10M하기 
3 용장융 구성하는 성용 

2 문장성션용석하기 
융 용석얻<f 

3 용장 껑!’과 훈장과의 싼연성 여악하기 
1. 작풍의 환위켜나 정서훌 아혜하기 

1. 좋아하는 시흉 용워 '1 2 자산이 훌아하는 시흉 고효고 그 。l휴 말하기 
g 상혀 양용힌다 

3 훌"1하능 시톨 여러 사항 앞에서 양용하'1 

1 작홈의 구성 요소 "1혜하기 
2 구생 요소에 주욕하여 2 언율， 샤건 얘껑융 중심으효 이"，기 이혜하기 
훌확장홈훌이혜현다 

3 훌훌， 01 11 1자 륭닉융 충삼으효 시훌 이뼈하기 

웅학 l 싹홈의 서대객. 풍간적 배껑 파약하기 
3 풍확 작풍에 나<1난 인 2 싹용에 나타낭 인용이 어연 상융 상고 잉논지 파엑뼈기 
왈의 삶의 모슐훌 야빼환 

다 3 작용에 나타난 상융 영상생R 속 인융이 연깐 지어 이얘 
하기 

4 푼학 싹흉융 얽고 떠요 1 훈확 장상용의 륙갱 이혜하기 

혼 노껑이냐 생각융 "1왕 z 확홈융 읽고 떠오폼 」씹어나 생각 정려하기 
으흐장상문용쓴다 3 작용에셔 느낀 강용을 정리하고 g현하기 



학어파 사이버가갱억숭 수준영 콘앤츠 내용 개옐 연구 m 219 

〈우특 2)4획엔 1억기 l를기밑하기쓰기l 교피서 정밑 씨륙 

6엉 앙g 
생빼기중 내용요소예 쳐셔욕요 

(륙혀} 영 

양(이 훈획 씩총 내용융요약하고 생각 l 용확 깝상훈훌 예 써야 혀쓴지 
에셔양용강용융 이나느껑 떳촬에기 일이용시다 

생생 적껑한 요엉융 작용에셔 갑용객인￥ 2•3 용학 강상운용 장 쓰려연 어 
한 사용하여 얄한다 운용 햇아 경영과 싼연 영계 해h야 하는쳐 앙。F용시다 

{쟁서} 
느낌 문<4l 훈학 작용 짓기 4•5 용쩍강상용을쓰고 인구와” 
그대 율 읽고 떠오혼 꾸여 주는앙율 1파 융 써 안요 연승융 히여 용시다 
로 느깜'1냐 생각율 적으호사용하역 딸하기 6 훈악 강상 양표 예회툴 영:i!， 

'1양으호 강상훈 씩fH셔느씬강용융 친구의 흥옹 정융 갱아 칙혀히여 
융쓴다 정리하고요연하기 홉시마 

1 셜영융 용융 예에 주의앙 정을 
영영 얘앙애 따라 중 일。}용시아 

요@ 내용이 당라정융 2•3 영영용 틀고 충요한 내용올 

정보 을{lJ 성영하는 
어혜하기 정리하는 양엉융 일이용시아 

2 융 앙흩 용고 중요 
성영 얘얘에 대한 애 ‘ 얘상용 셜영하는 양융 흩:i!， 

(정보) 장아 환 내용융 。l혜 
경 칙삭 떠올려기 중요 내용흩 정리하여 g시다 

서 언다 
- 욕적파 상앙에 따라 5 정'1톨 성영한 양흩 을고 중S 
갱보의충요도 영당하기 내용올 정리에어 얄하여 훌시아 

- 중요얻내용용중싱으 6 예상과 순에올 정리한 융훌 쩍 
로 에모하기 으jξ 안을」ζ 친구와 융혀 잉어 

홉시다 

토의의 영안석인 진앵 
l 호의톨 힐 예에 '1키연 훌흘 

젖'1 얄' 1 
성용양아융시다 

우엇 
툴{21 토의에셔 

- 토의논셰에이한 여 
2•3 토의 쩔'1에 따하셔로 다혼 

3 이 
자신의 의경'i 

려 '1져 와견 며악하기 
의경융 흔충하연셔 토의에 갱여 

{셜확} 흥융 
' I Jl하연셔 다콩 

의견 간의 융용정과 
~능 앙엉흩 양이용사다 

껴"-? 
사랑의 앙용 톨 

'1<>1갱 펴악하'1 
4-5. 서호 다용 의경용 혼형}고 토 

는다 
• 다용 사휩의 의현훌 의 절，.t}f :0.11뺀1토의허여 *μ 

경챙하논 태도 7 • .:<1기 
& 토의 내용용 아시 보고 갤엔 
껑과 장웃언 정용 양혀여 융시다 

→왈는이의쳐지훌고 
1. 혔혼찌 n뽑훌 쳤하는 뻔지 

~(3) 양양옹 내 려'1여 얘흉 생생하기 
용 쓰연 흥옴 정율 앙아용시아 

이 용융 션정하여 - ￥타， 거절 임호의 상 
2-1 웃어혼깨 아융올 천하논 현 

4 앙이 아용용 나누는 협에 앗는 어쪼포 앙하 
지톨 쓰는 엉엉융 알아융시아 

1상호) 어융 연'1흉쓴다 '1 
4-5. 풋어톰깨 '1옹율 션'Pe 연 

허요 범121 국어 놓잉 • 톨는 이의 처쩌훌 ’명 '1융 쓰고 예프깨 꾸여서 견하 

볍쏟아혜현다 각히연서 양~ 얘도 
여 홉시다 

가지 '1 
6 내까쓴 연지용 또떠옛애 흩리고 
친구와 옛끓 주고양} 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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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는이용고혀하면셔 1. 11:훈어와 방언에 대하여 앙아 

~용 "사하'1 홉시다ι 

행II 조사환 내 중싱 내용.1 장 드러 2녕 우리 주연의 앵언용 조사하 

양/ð~ 
용훌천구톨이이 냐째 예용 조칙확기 :i!. 정혜하여 홉시'1 

5 보고 
얘하기 쉰깨 앙 - ]1성의 공간객 i옹성융 ι 정리얻앵언융 t녀가 '1애하기 

(정보) 머니 
표얻다 고려하여 효과갱으호 션 허게 앙g하는 앵엉올 ~Hf시다 

요 
법(J) .H:충어와 알하기 5. 3ξ사하고 갱려한 방언율 ~구 
방언~ 사용 양 - Jl환i와 '"건의 '1'녕 '1 이뼈하기 성께 발표혀여 홉시다. 
상용약해한다. 이혜하'1 .~샤'1끄 정리한 앵언융 앙용 

• 표준에와 빵언이 사용 히}여 얘온융 안흉:i!. 역앙극용 

찍는 상황이혜하기 꾸여 용시q. 

스S킨 다룡 사람 
에안.Je 을의 특성 

L~인하는 긍융 쏠 예에 주의@ 

의 생각에냐 앵 
이혜하'1 

생융얄아활시따 

이리 흥훌 변화시켈 
- 타당하고앙리객인 에 

2-3. 제안'1는 플훌 3스는 방법율 
6 보고 욕격으로 세안하 

안 '1련하기 
잊。냉시아 

세안’! 내8커융 정토하 
‘셜특} 저리 는긍올용q. 

.:î!.'예 컬하재 고~쓰기 
4 제안하는 긍융 잉iι 웅장 성 

보고 볍131푼장옳 구생 
- 흉장 생{한잉 개녕 이 

훈융훈석혀어용시다 

하논 성용올 훈 
혜하기 

5-ú 셰안혀논 긍융 쓰고 용장 
석한다 

훈장성푼용석하기 
성용에 주의하여 고져 써 용시다 

- 환 '1으l 형식 알기 L 상뺑 맞거1 -'1-확. 거 철. 위iξ 

- 잉눈 이의 상oa 고 의 양율 빼야하는 까엉융양아 

이연 
해하여 앙양응 내용 션 합시다 

말<31 흉쓴 이의 행하기 2-1 상영에 잊깨 우'l<야고 거결 
7 

엠 
서지흩 영각벼연 • 자신의 얽는 '1의 ￥i 하는 앙융 t\-e"J엉융 암아""1다 

(상호] 
이영 

셔우짝 거융위 ~훌 고려@뼈 "기 & 상황에 맞째 우|렀}는 ~I.，율 하 
체 

흐의 양올한다 농잉엉의 개녕파종유 는엉엉용앙아융시다 
예요 

이혜하기 5-ú 상영에 잊재 ￥악 거강 우1 
- 높업법훌 써야 항 상 호의 양융 하:i!. 장언 잉구융 갱 

황이혜하기 찬하여 홉시다 

• 플따 그형옳 용혜 II 

쓰，(4) 당과 그랩 
현영수잊는내용용구 l 그엉액에 얘히여 양}융사다 

이 장 어옳~제 
fF혀여 표현하기 

2-1 다양언 방영으흐 그링쩍용 
보다 

그링쩍용 안동다 
·캉파그랩이 셔로어 

만톨어용시다 
8 잉재 

말(J) 조사항 내 
융혀도욕구생하기 ,-, 완성원 그험쩍옳 방요하고 

‘쩡셔l 보다 용용 ~구톨.， 
안성원 그링찍융앙g 

천시하여 용*1ι 
연리 

。1"하지 업~ 
하고 션시하기 

6 인구의 안요흩옹고 잉잔해 용 
얀요@다 

←요설의 공간적 특성융 
시나 

요허히여 효파객으-"- 션 

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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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3>4악년 1학기 〔에기l 교과서 잉멍 셰욕 

.ttI 당잉 
생얘기훌 내용요쇼예 쳐서를g 

(욕씩) 

’ - '1뺑푼씌 륙생 이뼈하기 l 기앵용의 용성에 대히여 앙아 
글의 내용올바항으로 g시아 

생생 을쓴이가다닌 곳 정리하 ,-, 기앵훈의 여갱파 강상용 정 
한 읽‘41 기행푼옳 기 리하는 땅영융 앙아용시다 

(정서l 
느깅 잉고여정파 강 - 여앵지나예앵 과정에 4 기앵용융 잉" 긍쓴이의 여생 
그대 상용정리@다 대한 률쓴이의 깅양￥톨 의 강상'* 정리하여 g시다 
로 잦기 % 기앵용흩 임고 을쓴이의 여 

- 다."얻 기앵운용 갱아 정에 얘한 나의 강상용 J{엉하여 

잉기 홉시다. 

- 사천의 혹생과 겨놓 01 l 여허 가지 사전에 대하여 영이 

해하기 
홉시다. 

정 .. 얽111 훨요환 청 
- '1천 앙용하는 양엉 양 

,-, 사전에셔 영요한 내용용 핫 
2 흩 보용야기 위예 는 앙영융 일.f용시다 

(정보l 옛아 λ}전율 얽는 방 
기 ‘ 샤션에서 옐요한 내용융 갱이 

서 엉융익힌다 
사션용 앙용하여 연요 

읽어융시이 
한 갱 .. 톨 앗는슐완 기 

... 샤션용 활용확여 웰요환 내 
르기 

용올 잦아서 정리히애 용시아 1 

- 의정융 1시한 긍의 특 

2 l각글a얘쓴융야용이하에의는의 의꺼견 의닭이경흩이 끽알영아 객한융영지시안다 생지 I 생 01혜하기 

우엇 읽131 잘쓴쩌" 
긍쓴이가주욕엔인융， 

3 이 제시한 의경의 
대상， 상황옳 파악하껴 

연안하농 방영을 양아용~I다 
‘썰톡l 흩흩 액정성융 명가 

• 을쓴이의 으1경의 액갱 
4율쓴이의 의견이 쩍쩔환져 생 

까요? 한다 
생명가하기 

각하여 을융잉어융시다 
- 긍쓴이가주옥@인융 

얘상 상-'11<1 대한 자신 
... 훌훌 얽" 률쓴.01 21 의견아 

의 의경 제시하기 
척졌환지 의논하여 홉시다 

- 사천갱 영씨와 문쩍척 l 을송에셔 양양웃이 당라지는 1 
창우훌 양01*시다 

얽(21 불옳 얽고 
잉ul~ 차이 이흩''8}71 ,-, 울송에셔 냥앙뜻융 의약하 ! 

이 - 액락에 따와냥알션찍 
4 양이 

어휘 사용의 적 
이 당라짐용이빼하기 

는방엉융 양이용시다 

{상:<1 어용 
영생용 영가@ 

적절한J{'현과 적절하 
4 냥일이 어연 웃으호 j스었는지 1 

혀요 
다 

자 않온표현 핫기 
생각하며 률율 잉어 용시다 

- 어찌의 적영성융 앵'1 
양 .. 훌훌 읽i、 끊 확에셔 합얄 

하연서 얽논 '1도 기효기 
풋이 어영제 당라셨는지 비쿄혀 
여 홉시다 

5 알아 읽111 훨요한 정 • 샤천의 욕성와 기놓 01 l 여앵에 영요한 정보톨 알아용 
{정보) 보고 보훌 찾가 위혜 에하기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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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앙용하는앙엉앙 
2-1 여앵에 영요앤 정보톨 핫: 
앵엉융알아융시다 

이냐 사천율 얽논 방 
기 

4 펼요한 갱보가 톨어 있는 플융 
- 사전흩 앙용하여 영요 

앙아잉어용시아 a 엉융익인다 
한정보용 앗는습싼기 ,.. 금융 잉3!. 영요힌 정보용 
르기 

잊아 내용융 정리히여 용시다 

의견융 제시얻을의 욕 J. 플에 셰시펀 의견율 비jl혜야 
성 이혜하기 하논까g용양아융시다 

얽13) 을쓴이'f 
• 틀쓴이가 주욕한 인윷. 2-1 글에 셰시횡 의견용 비교하 

이리 
얘상 상영울여악얘기 는양엉흩양아용시다 

6 보고 제시언 의정의 
- 긍쓴이의 의션의 적영 4 여러 의견율 벼표하며 불올 얽 

{셜꽉) 져리 석정성융 영'f 
성 영가에기 어 봅시다 

보고 얻아 
• 금쓴이가주욕언 인융 ,.. 의견이 다흉 를융 얽고‘ 융 
때상‘ 상뺑 q환 자선 에 째시원 의견융 비교하여 홉시 

의 의경 제시하기 다 

• 샤전청 ~nl었 훌쩍척 

의이의 'f이이해하기 
- 액싹에따라냥양션찍 J.l>잉앙과 예사녕의 차이용 양 

이 행랴짐융 '1했하'1 아홉서다 

12) 월흉 얽:i! 어 - 핵첼한 표행과 a냉철하 2 쌍q에 따와 놓엉압융 사용하 
이영 

지않용표현햇기 는양엉을알。F융시다 
앤 휘 샤용의 척절 

어여의 적형성용 영'f 3 풀엉양이 바르게 사용씩었논 
7 이정 성융영가힌다 

하연셔 얽한 얘도기료기 지 생각썩여 율을 잉어 용시아 
재 법11' 국어 높잉 

농잉엉의 '1녕와 총휴 <:i!유어와 엔지어의 'f이용 앙 
왜요 엉훌 '1혜한다‘ 

'1혜하기 'f홉시따 
농잉냉용에야@상영 ,.. 교유어와 한자어의 효적톨 

'1뼈하기 생각얘}여 을* 잉어융시다 
• g잉엉을 써셔 효과적 

으로앙하기 

운억집상훈의혹정。 11, 시애얘한생각과느잉융양이 
얘하기 

홉시다 
문{4) 훈확 확풍 • 작홈율읽고쩌오혼느 2 느낌옳 살려 시흉 낭흥하는 빵 
옳 입고 쩌요환 잉이나생각갱리하기 

엉융잉i얘시다 
보다 뇨씹'1냐 생각 칙HH셔 느낀 강동흩 

3 느낌융상려 시톨암송히여 용 
잉찌 옳 벼랑으효 강 정리하고 g현하기 

시다 8 
셔다 %을쓴다 - 확용의 환워'1나 챙서 

A 인율의 생젝융 살려 。l야'1률 
영리 흰" 훌야하는 톨이혜하기 

용 성갑나게 읽는 방엉융 일'Hf시 
시훌 환위기톨 • 자신이 좋아하농 시 

다 
상혀앙용한다 고료고그이유말하기 

} 장 .. 인율의 생척율 살려t액 이야 
흥아하는사용여러 A 

지용 소리 내어 잉어 융시다 
황앞에셔 앙좋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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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4> 4tt엔 9악기 {튿기양하? 쓰기l 교괴써 정뭘 세 

앙" 양생 
생애기룰 

(욕예) 영 
내용 g소예 차셔욕g 

l 이야기의 주제에 때하여 항아 
- 주인용의 양과 !’용에 용시다 

1개 툴<41 이야7漫톨 
주욕하연서 를기 2-' 이야기흉 훌:a 쭈제훌 화 

-리 사 @건얘융기 중상으호 증거 
( 정 ~I 

앙 고 주헤용 여악 
악하는 양엉융 압이용사다 

중) 얻'l 
4장 이야'1톨 툴:a 쭈제홉 화 

• 인물파 사건훌 충성 o @혜여 홉시다ι 

_0 주제 여픽써기 6 주세에 대언 생각과 느낌옹 
천구와 이야기하여 홉시다. 

1 조사안 내용용 양표앙 예 유 
의항 정용 알아용사다 

2-1 S.사환 얘용율 천구툴에 이 

(깨 
말UI 조사한 ‘R - 홍논 。l훌 고혀화연셔 

예하기 영새 잉요히농 앙영훌 

2 
알 

용융인구흘이이 내용조사하기 
알아봅시다 

{갱보i 
중) 

혜하기 영세 양 - 중싱내용이 장 드혀나 
4 초샤 쩌획서R 셰'1 죠사하여 

요힌다 깨 내용 "''1하기 
홉시다ι 

5 죠시한 내용용 정리하고 앙 
요하는 연습융 히여 용시다 
& 쪼샤환 때용용 친구률이 이혜 
하기 월제 합표하여 용시1斗 

률<21 토외에셔 χ} 
·욕서토은농융 특화 안원 

~의 의견~ 비 
L 토의 쭈찌활 생하:a 쪼사 계 

"하연셔 약률사 토의 논세에 예@ 여허 
~서를 셰얘 홉시다 

혐의 앙용 등는 까지 의견 봐씩하기 
2 죠사언 내용용 정리하고 잊 

다 - 의천 간의 흉흉갱파차 
표하여 홉샤다 

3 
l 개 

스"었 다환 λ}합 이껑 여의R얘기 
$ 별표한 내용용 '1탕으풍 토의 

{셜특‘ 
앙 

의 생각이나 앵 - 다양한 의경을 수령하 
하여 홉셔다{모홈별i 

확억 
중) 

용용연회에정 g 여 풍홍의 훈~ 혜경하기 
4 토의한 내용「융 바항으호 ~안 

딩씬) 적으갚 채안하논 • 져선파다꽁사합의 생 
하쓴 끌융 써 홉시다? 

it용쓴다 'i의 "'1 꽤j뺑기 
5 고쳐 은 긍용 상대‘H세 선 

압UI 쪼샤환 내 - 찌안힐 내용융 정토하 
왈혀여 용시와‘(01에옐〉 

용「융 천우톨"1 야 고 잭쩔하꺼! 고쳐 쓰기 
a 상얘양의 안용에 앙잊온 띤!% 

뼈하기 영제 얻 
훌 보여 용셔야 

요한아 
11긍정객 싼웅‘강사 g연 낀￥ 
정적 안웅-4사 성특 

4 ('H 톨'" 소개하논 얄 
- 소개하논 말외 욕성 이 i 소재하는 뚱k에 대하여 앓k아홉 

(상호) 
앙 융등고놓용적 

혜하기 사다 

중) 으i 안용안'l 
소쩨 때상으l 륙j꿇고 2-' 소재'1는 알융 를:a 상황에 
려하여 반용하'1 양세 인양하는 앵영융 안아융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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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예→5 상 잊P 쇼깨·1l 아혀 잊용논져히 앙여 안융용 률6 톨J!. 상11 시아 

잊1 안용히여소깨하 
는짤흩흩어 홉셔다. 

~I) ， ... 현0'냐 3 육끽쳐상쩌따라 
용의 연I!가 

정 l 소'.하는 잃에 대하여 앙아홉 

，，~나게 010þ 
1 보의 중요쪼판란하기 

시다 

s l깨 
의 내용흩 요약 

중요언 내용융충섬 
。2-l 충요힌 내용훌 간추혀 ~농 

{정보j 'I! 하여쓴다 
로 예요하" 

양엉훌양아률시다 

충} 
톨{Il성영하농안 

- 출거리의 '.녕 이에하? 
l 46 중요언 내용용 긴*려 써 

* 톨고 중요@ - 사a 앵용의엔화훌중 용시아 
내용흘이빼엔아 

심으효 쟁려하기 
6 간추g예 쓴 륭훌 ￥'}.H.하고 고 

쳐 써 흡사다 

토의의 해안격인 진!’ 
l.~ 여의톨 하논 까염용 앙 

엉차양기 

잉(2) 외의의 껑 
다혼 샤앙의 의견올경 

야홉시따 

6 
(끼 

사와 앵억흩 앙 
생하농 때도'}져기 

2-1 엑엽피의 생j애 앙아용시 

(성륙l 
앙 

고 악iI .，의에 
.，의의 얼싸씩 잉엉 압기 

다 

캉l 
정여앤다 

.，의 얀건에 에하여 숙 
4-5. 정" 에 따라 악긍 여의톨 

고하'1 
에에융시다 

- 다OJl! 의견융 수령하 
6 악응피의 내용융 실앤하고 

t예 훌홍의 훌~ 혜첼하기 
쟁쟁하어 용시다1 

양1씨 용@싹*"' 
- 혀냉에서 강흉혀인 ￥용 

l 훌야하논 시를 잊야 엄J!. 냥 
훌 핫o} 갱협화 판련젓가 

셔 얻용 강흩융 싹융 .. 예한 .",.Jo.l 느 
용하여 홉시q 

7 
(깨 객정I! Jl엄흩 잉훌륭하여자생용드러 

'-1 시캡훌 얀흩고‘ 전시하여 

(갱셔’ 
g 사용혀여앙언의 내기 

용셔다 

충l 쓰~. 률화 그협 률화二I링이 서로어올 
4• i 흩야하는 이야기포 그갱 쩍 

이 합 어훌혜” 리도‘구성하기 
율 딴풀고‘ 천^I하여 융셔다 

그엉!흩안툴다 - 양생잉 그영1융 '!1Jl 
& 시나 이야기호 그혐，. 연극훌 

하요션시하기 
꾸며 용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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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11앤 2악기 l원71J 교과서 g월 셰g 

양엉 양잉 
생얘기톨 내훌요소에 쳐셔욕I 

(륙에) 영 

- "흉의 구생요소 01혜 l 시의 구성요쇼에 예하여 잉 
하기 아홉시q 

WJ 구'1 A소에 인융 사a 예정융중 2 시에 E허냥 용융용 생각하 

I ~ 
주륙야여 용악객 성요훌 이야기 이빼3\기 t예 ~어홉샤다. 

l 
‘ 9 

륭융 01혜한다‘ • 훌훌. 이01칙 풍흩 충성 l 시톨 잉으여 띠요르는 장연 
{청서i 

중l 
를<11 흩야하논 시 요물 '1훌 01뼈하가 융 B.'엄히여 톨시다 

톨 용~1기톨 상혀 - 악용의 톨위기나 갱셔 4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하 
압송얻q， 훨야혜하기 여양아융시다 

• 자신이 흩야하는 시훌 5<i 여야71의 구성 요소흉 생'1 

고E고 그 01유 양하71 하며 블용 I1어 S시아 

- 샤션의 륙성과 기놓야 
l 글융 잉용 에 다용 자-.iP. 영 

얘하기 
요한 경우에 얘하여 싼애시다 

{개 
입μ) 월요환 갱 .. 

샤선앙용하능 잉엉 양 
2-1 률훌 01빼하기 ￥l혜 다혼 자 1 , 11 횟기 ￥I ~ 샤 E톨 양용하는 영엉을잉아* 이 

l정보j 
!l 

선융입e 잉엉융 
기 

4 율윷 01빼하논 쩨 도용용1 s-1 
중l 

익인이 
- 샤전융 양용하여 영요 

논 따혼 자 .. 톨 얽어활시다 
언정보톨잊는융연기 

5<i 내용이 ... 영요언자a톨잊 
.'.!71 

아 정리하연셔 을융 잉어 용시다 

의션훌셰시한글의 륙 
l 제안하능 il"1 영요한 까g 

성 이빼하71 
용양이용시다 

- 굳쏟이'. 추혹항 인융. 
2-1 ~안확논 물훌 힘교 챙혜 .. 

3 
I~ 얽‘Jl i!쓴씨가 4 예상，상앙흩의쇠얘기 흔 영덩흩 잉 •• 융시아j내용， 의 

l엉삭 
임 시얻의깅의 찍엉 - i!응이의 의경의 혁성 

a 찌엄 혀엉생) 

륙” 중l 성흩영기한다 성 명'1하'1 
‘ 셰안하는 내용을 생각하여 뭉 

연연l 
- 를쓴이가 추육환 인용. 

용잉여 g셔다 

예상‘ 상갱에 에한 파션 "" 체안하농 율훌 없"- 를쏟 

의 의견 ~'I하기 
이의 의견이 쩍절한지 의논혀여 

용시다 

힘121 홉훌 입고 - 역악에 따랴닝암 션역 l 을여 앙에 나타난 Jt엉'1 차 

어'1 사용의 격경 01 <!랴집훌 。|빼하기 。l훌 앙아홉시t까 

{개 
성융염가@다 - 켜정얻 B.언과 객영하 2-1 블에 쓰인 표현01 갱 철한쳐 

4 
잉 

~이 g야싹풍융 시잉용표엄잊기 연당하는 앙엉융 앙이용시다 
{상호) 

앙l ~" 며오환 "씹 - 어쩌외 객철성융 형'. <1l혐이 잭철하계 사용되었환 
이나 생작옳 바항 하연셔 입농 태도 '1르기 지 생각뼈여 긍융 입어 홉시다 

으요강상용융쓴 - 작홈훌얽고 띠오용느 응<i 블에 드러낭 표현의 육갱을 
다 낌이냐 생각 쟁려하기 비교하여 즐훌 읽어 홉시다 

5 !’l 얽111 월요한 생 .. • 샤션의 륙성파기놓아 1. 'l"it! 션성의 정보가 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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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기 I! 까닭'* 앓아홉샤다. 
톨 양기 쩌에 사 _ ，앤앙용찌는엉엉앙기 2-1 cf양한 연갱의 정요g 얻는 
션훌 밍는 앙엉융 - 사정율 톨용짜여 명요한 앙엉융양01톨시다 

{정JIJ 강 익앤다 생 ... 양는 융연 기르기 ‘ 강용 아상에 이에 아양얻 앙정 
중} 없(4) '1'훌율 힘 • 률씌 내용융 벼항으로 골 으효 철근한 훌훌 얽어 홉'1다. 

I 여갱'111양흩 쓴이'1 다닝 곳 정리하기 5-<i 다양한 !’갱의 정보톨 갱리 
갱리한아 - q>j언?쩨용H!'IWI 하연셔 을훌잉어 g시다 

1."쓴이의 의영에 예하여 내 

융용이가주욕안인융 
의경흩 1시에야 하는 꺼당흩 

양아융사다 
예상‘상양여악하기 ' -1 긍용이의 의경에 얘~여 내 의 

(깨 얽1. 끓쏟01가셰 ，，~I의 의건의 격철 
영용 >IA 하는 앵엉HjoHl-'I다 6 

'!I 시안의경의 액정 생 명 '1하기 ‘ 을쓴이의 의경，. 내 의경융 (엉특) 
중) 생흩영기언다 을쓴이가주욕한인융 

비교하여 끓훌 읽어 홉사다. 
예상‘ 상 ...... 대얻 자신 

5-<i 1 '1의 의견짜 비요하여i외 
씌 의천 ，.시하기 

경의 격정성용 영가하연서 융용 
~어 홉시다， 

1. 야oÞI의 빼경펴 인훌·에 예 

- 싹흉의 셔q척， 공찬객 
하여앙아융시다 
'-1 이야기톨 ~J! ‘빼갱찍 >1 

빼껑 확j쐐기 
현지어) 인융의 아융쳐 ’동을 

용<ll l!'1싹용에 - 싹용에 나학낭 인을이 
이에하는 양언을 잉i빠시다 

7 
I~ 

냐다낭인융의 ;1 어인 삼훌 셜고 잉논지 4 언훌의 아융화 행용훌 야혜 
(갱서 d! 의 오용흩이‘@ 이악하기 하며 빼경이 창 드려냐논 어야 종) 

다 - 악용에 니다년인용의 
기톨 읽어 홉시마， 

;1훌잉상~II 옥인용，. 5-<i 이@앙I 혹에셔 안톨의 상'i-
연>1"1어 이혜하기 

이에하고 냐의 생11'1 I!현지 
어강상하여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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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특 6)4ξ엔 모용 기 개얻 론얻츠 악g 주제 욕륙 

[4악년 l학기l 

예당원 소양R 빼기 톨기 εl 잉끼 

l가지 생언각에융 
의견을 야르깨 연안하고 앙하기 급엉융 양 입기:il， 을의 내용 긴추리는 영 

잊g잊언용하기 이유툴 흩어가며 내 의견 긍용 잉고‘ 을의 내용 간추리기 여애작올호용 워 시하 
의션을 바흐쩨 주고양기 을앙의기 종유에 따용 다용 잉는 방엉 

2하나룻모의어아 
이바야혼깃 얘거도리중에 주 잊고는앙 의기경과 이유용 성는영 앵하엉는 앙 글아의ν 주1 장하는 율이 잉 

l의 이 생야기 
이표야현기하기의 앙위 내용용 상상하여 이내야용기 쐐용하 잉여고 양 윗하와기혼에 이어정 

이하야기기용 통고 이어정 내용 상상 이어。같ν 내1톨용용 입고 상상 가히운여'1 앙 ￥하용기에 동 。고}용용당얘 풍 
샤훌 률:il， 이어질 내용 상생빼 보기 시와 충융의 다혼 정 양아보기 

z 영 나재와연 
이상야얘기 보톨기 잉고 이어갱 내용융 상 이 시의 잉우톨 바꾸어 요현하기 

l안찍 우이능며융 
야야기흉 흉J! 충심내용 화~71 아@상l씌 주제 찾는 방법 얼아보기 

얘거우웅는 즐 
셜영하는 녕융 톨:il， 중싱내용 ’‘ 。당하 야기기툴 임고 주셰톨 갱리하여 
아보기 

2그영야하군， 중'1싱 용상파 윗앙갱 용장 양아-)> 즉어사션에셔 냥양 짖는 양엉 양 
아..， 

로l 셔 도로우서여 
말알훌'1 주고받훌 예 자켜야 항 에쩔 융엉융 잉야 잉}눈a기 욕적에 일잊용 잉기 앵 

￥，)획료하재거 하냐기 거성하논 앉융 에걸 긍나타흩나 잉 잉l는 을지쓴 앙이하의기 어인 .)옹이 
요가는 쟁 

。!’싸용에기에 예한 나오 생는각 앙 인아흩보의기 한1나 
2는우 영깨리하 

용장의종휴양이보기 

하어여려 글 종유 양의성하 용기갱융 앙잊재 사용 이앵야동기에에 애한 나오 생는각 양 인하용의기 암이나 

l앙융 아영용의l 
시용정융톨융 양 융 갱고。아)J보a 재기고이잉 생고각하 얀거상나적인 느 내낀 이일야 양기아흩보 잉기j lL 인용의 생각과 엔 

용러시나흥게 잉 흉고사용 생 빼각과어 느낌 써이 보 상기 드 이입야 양기아룰보기 얽:il， 인용의 생각파 한 
。강}용<1의 에 1 2 

이정야 양기아툴보기 흩고 생각하거나 느낀 륙양후한강 육*후 쓰강연 요 종연용 양 정엉융 알 양아i보L기 다 
2낌애흥 오옹예느오 

。내 야는기 연용지 잉 긍고 원 을성의하기 얀울에찌 보 을보하고융게 잉 요 생용현각얘하 후거 보 융 나기의 느 내낀용융 정융 여의 다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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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양잉 쇼8영 *하기 톨기 쓰기 애기 

의견이 따폰 사랑과 말융 쭈고방 이야기톨 얽고 인률의 생각 양o} 

1. 여허 가 융 예의 주의힐 정 앙아보기 요기 

지 의견 인구흩의 의견융 퉁고 내 의견 。|야71톨 읽고 인훌의 생'1 비교 
생각의 영 정려하기 하기 
‘4흉 모o} 

토용에 얘혜 암아보기 긍흩 읽고 긍쓴이의 주장 양아보기 
2 엉깨 의 
논하기 

토혼에 얄맞옹 이야깃거려와 토 이야기흉 읽고 끌쓴이약 쭈장 '1 
온의 규혀 일to~.보기 교하기 

시용 잉고 시에 대얻 생각과 느 

l 우리융의 잉융앙아보기 시§ 잉고 주셰용 정리하능 양엉 
사 이야기훌 흘고 이o~기에 대한 생 알기 

역 속의 
각꾀 L잉올요언하기 

경융 따라 
기억에 냥논 이야기에 ~혜 쌍'1 이야기홉 얽고 주제톨 갱려하논 

2 여야기 
하거냐 느낀 쟁훌 연지웅 쓴기 앙영일아보기 

세해 
oloÞl 축 연훌률의 앙파 뺑흥율 

주셰어 와 낀련원 냥딸 양이-"-기 상여보고 주찌톨 정리하는 양엉 

앙아보기 

l 하냐씌 
주셰어와 싼연연 낱앙 잊。}ε1 물의 내용에 양맞용 제욕 용이기 

"f져보여 ~71 짜쟁의 절차 익히 71 
융의 중싱내용 여악하고 앙잊옹 

슐기록용 에육 g이기 

능으"-
학당 선용의 71삿거려 쟁하기 

오양01 바쩌는 냥얄올 국어사전에 
2 깨앙는 셔 장。}보기 
즐거융 

우려 반 신푼에 설옳 지사 M기 날웹 λ1'1의 판찌에 대뼈 양아방l 

앙 • .., 내용에 어율리는 g정파 
느g흩상혀 사 잉기 

느껑용 북소려 j{현하71 

상허 동장인융이 외어 상앙에 어융리 사에서 채이7} 느껴지 는 ￥환 핫 

g용찾아 게 표현하자 기 

셔 이o~기톨 톨고 훤인파 컬i↑ 화악 인용의 성격이 나타낭 양이나 ‘g 
2 잉온 세 하기 홍쌍아보71 
상않용이 

원인혜 컬파률 풍성효호 이o~기 
야기 

내용여쩌H하기 
인울의 성걱 앙아보기 

겪온 잉의 파정이 장 드러나게 
쩍옳 끓까지 읽으연 좋용 챔 압기 

7;슴훌 영 l 도강도안 글쓰는앵엉 인센-"-'1 
고 오순도순 우리 안에서 잉었언 잉의 파갱이 쩍옳 활껴져 읽고 읽용 느껑 망하 

E러나재 표현하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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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η 4억언 기온 기 개받 콘댄츠 악습 주셰 옥특 

[4억년 l학기] 

예양g 소당엄 앙하기 률기 쓰기 잉기 

I 생각융가지런히 
생각올 가지런31(1) 생각용 가지런히(1) 

새로용 생각올 가지런히(2) 생각용가지런히(찌 

시작용 
2 뜻모아하나되어 뜻오아하나되어 

뭇모아하나 외어(1) 
위3，꺼 풋모야하나 외어(잉 

아당정리 아당정리 '1당 정리 

1 이야기의 생 이야기의 생 
이야기의 생(1) 

고운캉 이야기외 생(2) 

。F융당 
2 나라연이형재 

니라연 이영제(1) 나라연 이형께11 
깨 니라연 이영거 21 나라연 이정재낀 

아앙정리 '1앙 갱리 마당갱혀 

l 두눈올 엔찍이여 두눈용안짝이여 
우눈율반쩍이여(1) 

우눈융안쩍이여(21 
얘우는 

이하1 그영군(1) 。}하， 그정군UI 
종거용 a 아하， 그렇군 

야하， 그렁군(21 야하1 그형윈낀 

아당정리 이당정리 '1당정리 

l 서효서로도우며 서포서로도우여 
서효서혹도우여(I) 

서로서로도우여(2) 
오가는 

힘깨하는 우리(1) 항께하는우리 11 
정 2 항깨하는우리 

엉깨31는 우혀(21 앙깨ð"~는우래깅 

'1당 갱리 '1앙 정리 아당갱리 

l 마용의 창용 열고 아용의장ξ 영끄 
아용의 장용영고.(1) 

。}옹의 장융옐고(잉 
강동의 

흥은 느낌 요해오해(1) 좋은느낌 요해오래 11 
애아리 2 종응느낌오래요래 

좋은 L낌 오해요해(21 좋옹 」낌 오래오래(21 

마탕챙려 마당쟁려 '1탱 쟁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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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소당원 당하기 흩기 쓰기 ”기 

l‘ 여러 7t.져 의견 
여러 가;.;1 21견111 여러 가'1 의견111 

생각의 얘려 가지 의견(2) 여러 가져 의견띠} 

영에용 
2 함께 의용하거 11쩨 ~논하71 

함께 의논Of71‘ 11 
오아 항째 의논하게21 

야당쟁려 이앙정리 야당정려 

1. 우리톨의 시 우려률'1 시 
우리융의 사111 

우리툴의 시(잉 
액 ξ의 

일용 아야기 세채i1I 이야기 세계UI 

따라 
2. o]oÞl 셰쩌 

이-ÞI 세째(2) 이야기 세계때 

야당정리 아앙정리 야당 정리 

l 하나썩 따져보~ 
하냐썩 따져보여‘11 하냐씩 1짜져보I예(11 

하냐씩 따져보여121 하냐썩 l와져"에(21 
슐기로훌 

깨알는즐거;%<11 
눈으오 2 에당논융거용 에당는즐거융 

’I발논 륭거용<21 

아앙정리 "1당 정리 "1앙 정리 

L낌옳· 살려(1 1 

I 느껄용 살려 느씹융 살려 =~용잊혀α) 

"융 녕용 셰상 않용 이야기i1I 

잊아서 2 월용세쌍많용이 생용 세상 않용 이야기(J I 

야기 녕용 세상 않온 이야기121 
w온 셰상 많용 。l야71(2) 

。}앙 정리 야당정리 도란도란 i<슬도쉰11 

I‘ 도양도환오순도술 
"련도란 요송"순<JI 

도란도란오술도쉰21 가승융 
요한도란 오<;!:X출<21 

연고 
"1당 쟁려 야당 쟁려 "1항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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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8> ，ξ엔 성화 기 개앓 큰힌츠 ! ’§ 주제 육특 

예주1 잊 암생 'Ii' 주1 악*내용 비고 

사설파 의견 구환 
~용션시한 용랑하여 사싱파 의경 제시 

1J 사실과 의견 깨녕 양'1 
하기{한i 

" 사셀'-'t 의견 구환하기 
사설4 ~쳤 

지하갱 안에셔 g익경고 의견여악하기 〈얽 713> 
[4 - !-l -말하기 ‘ 금에서 의경 장기 

1J 의견의 구성요소 양기 1-3β 
왈가 • 셨'iI얘호 l두) 

ZI 블에서 의천 찾기 2-3β 
훌 시작올 워&뼈 

a흥사고 욕칙자흘 진술의 걱절성 안단하기 〈쩌713> 
의경'1 직정생 영 11 적절한 악견 핫는 방법 압기 1-3.6 
가하기{세i 

" 잭컬한 의천 딴딴하'1 2-3.6 

이야기의 구성요 
싼머니의 옛냥이야기 룹기 

〈촬기4> 

소찾기(한i 
1J 이야기의 뜻 

2-1 ZI 이야기와 구생요쇼 

." 짝캉 칙영대.왈 용혜 이야기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역안 
의 역앙양아보기 

혀야기의 。l빼 1J 얘경의 역앙 
[4- \ - 1 -말하기 . 

얄아보기(투} 
긴인융의 역양 

폴기 · 쓰기l얘로 31 사건의 역항 

훈 샤작을 위&뼈 u.~땐 영화에서 배트뱅이 얼굴올 '1려져 

앉는다연 어잉재 원까? 
〈풋혁，> 

이야기씌 구생요 1J 빼경 바꾸' 1 
{읽기} 

소 바꾸기{세} 21 인용 바꾸껴 
31 사건 박꾸기 2-1 

이야기의 쩍 표지 만플'1 

01어철 후1t 상상 잘라진 잉기장의 내용용? 

~예고려안정 11 사건의 챈깨 짜쟁 살찌 '1 
압'1<환} 었 언'1 판찌 살찍가 

선왈의 ‘송씩 '1항-나도 작lF ~너에 '1고 

이어경땐'>I-'J 이어짚 환훈훌 쩍 
한 블이 나원 껑수훌 받였다. 그 이1우는? 

〈용확2> 

하'1 엉하게 상상하기 
1J 채연생율 고허하여 이어쩔 ￥용용 생상 

(잊기l 
한 이야'1의 객절생 판한하기 

(4+2→읽 '11고훌 l두! 
21 재연생'i의 관찌용 ]!;:썩하여 이어싼 ￥ 2-1 

짱 야황당꺼l 
푼윷 상상하여 쓴 풍 고쳐보기 

돼지책 이야기의 끝 이야기~? 
이어웰 ￥한흉 상 1J 0싸"1의 중?’ ￥￥용 쌍쌍하'1 
상<1여 =':71(세) 21 어야기의 횟푸환옳 상상하'1 

이야기 상상하여 얼'1의 횟밤분 싼성하기 

핵잉 정보&기 역상 정보의 개념 ‘흉푸'1 어쩡거1 '1-자'1 되었지γ활 읽고、 놓 〈말하711> 
[4+3-말하기 • 이혜하'1‘환〉 '1가 핫용 쟁 .. 용 흉8얘 빽싱 쟁 .. ~ 개념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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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1하기 
11 핵싱 갱보영 'W녕 01혜하기 

2 깅 21 중싱 내용과 세우 내용양 '8념 01'생하'1 
l 중싱 용정과 잇언갱 운갱의 '1녕 이예하기 
어디로 가야 하.~]?'톨 잉.i!. 혁성 정"" 

양이나 블에서 핵 
악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뼈 보기 

〈흩거 1> 
상 갱보 여의에기 

11 갱보톨 션g하는 방송 등.i!. 찍심 정보 1-2 
툴기 • 쓰'11빼~ (두) 

여4녕’기 
2•5 

잉 갱"용 션당하는 긍 잉.i!. 액심 정호 파 
는충거용 

익「하기 

·빽성 쟁보! 놓-*1;>;1 압샤다’률 왈.i!. 환체접 

파악하기 

앙이나 률에서 쩍 11 설영..，는 양 을고 중싱내용이 드러나게 〈툴711> 

삼 정보 i용차하'1 앓썼는'1 썽'1하기 1-2 
(세) a 영영하쓴 긍융 잉.i!. 중심 운장의 혁영 2녁5 

성 명'1하'1 
빽섭 쟁보'1 ζ려냐재 융 ~기 

차지소채의 훨요 뺑송완 'f.ß 모정 짱고 
〈톨기3> 

성파 특성 앙기 11 짜기소채셔의 훨요생 양'1 

II!I 21 짜기소개서의 륙성 쌓'1 
2-4 

>1가소'.셔 ￡기 효과칙인 겨기소 
어떤 내용용 써야 항지 모"-꼈어 

〈툴지3> 

[4 - 1 -3-양하기 · 'W 탱벌 왔지(우) 
11 다양한 자기소개서 살펴보기 

2-4 
툴기 · 쓰기l배후 

었 효짜잭인 자기소개 방볍 핫'1 

는즐거융 내 블이 용톨융용하다교? 

자기소개서 쓰기 
11 생'1:1용중 생각 따용려가 

1깨 
껑 충거려 "고 자기소개서 쓰기 

새로훌 반 싼구률에재 왈￡체중 자기소개서 

쓰기 

§잉엉 앙용 에용 용빼 놓잉엉 사용의 영 
l>잉영의 깨녕와 요성에얘예양기 
종유 01011하.J I<한l 11 옳엄법의 채냉파 펼요생 얄0'보기 

21 놓잉법의 종휴 01혜하기 
l>잉엉 '1 요용사예용 용혜 훌잉영 사용에 

〈용볍2> 
효엽법14- 1 - 3 -말 풀잉엉 .，료〉얘 사 에뼈 여익써기 

(등양~ 
하기·률가· 셨 용하-7](두) 11 놓영 날쌀에 의한 높엉엽 사용 와악하기 
'11배우논 륭거융 21 여러 가지 놓영볍 사용 확약하'1 

l에 

4여 속에서 g잉엉 사용의 적엉성 연연하기 
〈용법2> 

놓입뱅 사용의 객 1) 실뼈에서 양잉엉 사용의 적정성 연언하기 
(등양씌 

철생 판당하기{세} 21 여러 가쳐 블에셔 옳염법 사용의 척쟁생 
판딴하'1 

1-' 



국어와 "1이어가갱억슐 수종영 혼렌츠 내용 'I '!t 연구 Q) zl3 

".업법훌 사홈혀여 웃어용째 j뼈의 흰자 

‘기 

용당의 깨 a 잉기 
경의 구죠흩 흉얘 용한의 ’l녕 양이보기 

(한) 
11 률차 용딴씌 원채 양기 
21 훌딴의 얘념 양'1 

g홈 악용 안툴기용 용에 운연의 구조 여 

용언의 구성 훈연의 구죠 파악 
악얘기 

[4- \ -3-앓하기 • 하기{우} 
11 용상 용장찍 횟앙영 운정직의 8제 아씩 

률 71 . ~71J예우 하기 

는홈거융 
a 여러 '1져 용한의 구3ξ 화약확'1 

A’‘f 정리 §영 에니예이션융 용에 g연 

용안 전 '1의 액엉 
션채의 헨리 환환하'1 

성 판단하기(세l 
11 용딴 산'. 헨리에 맞는 흉딴 환단하기 
21 용딴 션채 월려에 맞?예 훈당 1!척 쓰기 
주에에 어율리는 내용으로 용안 3스기 

국어사전에셔 \1 사견에셔 낭양 양는 상앙흩 용에 납앙 ” 
e 'lt엉 생각하기 

띨짖는 앵엉양기 
lJ 요양이 아뀌지 앙는 냥양 양는 명엉 암기 

‘ tf) 21 모양펴 바뀌는 Ii말 핫논 방법 양기 
국어샤건의 여려 긍씬의 여허 가지 이용에 연연인 잉@ 〈힘기 l> 

학어샤건 영용영 가져 훨용볍 핵싹 11 샤션의 힐러쭈기 빡하기 ) -2.5 
(4 - 1 -3-았 '11빼우 하지(우) a 즉어사견의 어려 가지 앙용 갱요 찌씩얘기 2 
e~거융 우리양바로양지 애즈에여업억 

을 ξ에셔닝알쓰 
)) 쭉어"1션훌 활용빼여 \1쌀 5스힘'1 견i꼈 

잉의 적영성 e앙 
성연앙하기 

하기{세i 
21 여허 가지 갈 속에셔 납앓 "앙의 쩍쩔 
생 ‘8안하기 
극어샤선용 앙용히여 블Z키 

용라인 대여의 ‘ .1려의 션생념의 훤 수려 

성 쌓기(환’ 
)) 용핵연 4확 상황 살펴보가 

a 용걱~ 예j}의 혹잉 암기 
도호리 나용흩예? 

용악인 에찌의 특 온라인 예찌 장연 )) 셰땅요 .. ~화 냐누기 

생 14 - 1 - 4 - 멸하 살얘보'1'우) 21 께사활 활용하거 

'1 ‘ 흩'1 ‘ 쓰기 l m 션겨우연 앙용하기 
요가농 정 신훌 '1샤흩 없1! 용리씬 생훌의 문셰갱훌 

용라인 대확씌 훌 
선딴하'1 시작한 수라 

~정 빼곁하기‘세l 
)) 세εl옛 "17'171 
잉언어의 의피 악기 

3) r' JI-의 'ä캘 혜컬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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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인 쟁보 보호하기 

공익 킹고용 호고 용혀인 대화 에절에 안 
한광고용우딴툴기 

인물의 특생 이혜 
형액앵으호 인용의 특성융 여의κH는 요휴 

하기(현) 
II 인훌의 륙생에 환한 ?홉녕 아혜하기 
잉인융의 륙성 찾는앙엉 양기 

비빌 천구가보앤 현지 

인융의 특성 인을의 !’성 여악 
II 인울의 특성흩 나타내 는 표현융 흉한 인 

〈툴지4> 

[4-1+얽 711요가 하기(두) 
용의 륙성 여억빠기 2• l 

는정 
g 언을의 앵흥>f 암용 흉엔 인용의 확성 
파악하기 

나와홍생의 다용 
〈용억3> 

인홉의 륙생 비 il II o]oÞl 촉 인훌훌힐 혹생 '1교하기 
(없기i 

하게셰i 2J 이Opl 욕 인률률~ 록생 형가하71 

인풍의 욕성이 t러나논 소개 율쓰기 
2-7 

비 오는 냥의 인톨'.톨 보여 느껴지ζ 여 
어야기와 정셔 표 려 갱서 표현 이했하기 

현앙기(한l II 이야기에 롤어 있올 여러 가져 느낌 찾71 

찌 0)0):71에서 L껴'1논 쟁써외 7뽑 아혜하71 

짧용 이야기에셔 벌어져논 셔건과 퉁장언 

。l야거 촉 사건의 
융의 맹용에 따라 정서가 당랴경 수 잉융 〈용여@ 

이야기와 정서 
갱셔 핫기{두i 

융강지하기 (잉 711 

[4 - \ -5-양하기 • II 이@앙l 휴 사전에 ，，~ 정셔 찾거 2• 7 
툴지 • 쓰기 1갑용 2J 이야기 육 퉁장언흉의 쟁셔 연화 얄71 

외 에Of<l 사를어 어린 화훈에 대얻 자신의 강갱 g 
현하기 

이야기 촉 갱써의 II 이야기에셔 느껴지는 갱셔흉 여러 가지 〈쓰꺼4> 

"혐 방앵 알기 앙엉으로요엉하기 l• 8 
(세) 。10Þl ~양에셔 느껴쳐농 정서의 뱅확7f 잘 2-7 

드러나도륙 일기 영식으로 강상푼용 쓰고 
형，f하기 

쭈제의 개념 이혜 
성세 상영 제시 

〈쓰기1> 
II 이야겨 압71 

하기{한) 2J 이01' 1의 주제 앙기 
2니5 

이야기와 주제 
싱셰상앙제시 (4-2-2 짤하기 · 〈쓰기 1> 

톨기 ‘ 쓰기I쩍 혹 
주제 빼싹하71t우} II 쭈~흉 뺑냥}는 방법 양표 이야기 욕에 

2-ó 
의 깅융여라 

셔 잊of보기 

주제에 연힌 생각 
실제상빵제시 〈양허가9 

II 륙자에 따라 당라지는 주셰에 완한 생각 1-1 
냐누가‘세} 

일아양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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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시얘에 따리 닫라지: 주제에 연한 생각 

앙아ε1 
주제 파악하고 그 이유 쓰71 

안펴-. -f한 상앙 셰시"- 용장의 흥휴 알 
〈왕법3> 

서융어호 용장의 아보기 
(률말쏘) 

종휴 화A뼈t7](한) 11 운장의 율이앙앙기 
잉 용장의 종휴와 륙갱 알기 

l•6 

‘맙 억어. 완련 액니~이션으호 훈장의 ~ 

운장의 흥유 엄 왈가 

(4 - 2 -2 -얄하기 · 여러 가지 용앙의 1I\t이하는 운정 울능 훈장의 여허 가지 
톨기 .~기l책 휴 스i엽 펴약하지〈우) 쓰잉 여악하기 

의 길융따라 낀 강당융 나타내는 운정‘ 시키는 용장， 원 
휴하는 용장의 여러 가지 A잉 핵J캠f기 

여터 가지 훌장사 
왕고에 쓰인 용장 A 용의 핵정생 ‘e연하기 

용의 객엉성 연안 
11 여허 가지 풀장사용씌 쩍쩔생 활딴하기 

킹47j(세l 
2l 상영에 여론 용갱사용의 액영생 딴언하기 
여려 종휴의 뭉장훌 사용하여 률쓰'1 

얘웅양에 예언 가흑 간 얘찌에서 어휘 ” 
앙앙파어휘의 개 녕 얄'1 
념 양'11한) 11 냥양와어휘 개념 

낀즉어 어여의 특갱 

‘야버지.에 대한 10가지 어휘 핵싹하'1 

앙양과 어휘 냥앙의 의이 싼계 
11 유의 연쩌 여?야}기 
21 반'1 편채 파약하'1 

[4-2-2-얽'11책 혹 파악하기(두i 
31 상하 판계 와악하기 

의 일흩 여씌 41 다잉어와 용용이의어 며악하기 

‘역선양어껴 오￥W 오는상땅얘니에이션 

척철~ 어휘활 사 11 어확 요휴 찾기 
용하여 융 양성하 21 작절환 어휘톨 사용하여 블 싼생하'1 
지(세i 혼용하기 쉬운 어회§ 구영하여 g용 을섯 

가하거 

내 용생 노얘 튿3'. 영영이 셔너 깨인에 

'1엽 이혜하기‘한) 
어인 제 진찍일지 생각하기 
11 깨념쩍 의 '1 쌍거 

'1냄파 쟁의 21 개녕용 갱확획재 어혜하기 
[4-2 -3-얄하기 · 

를기 . ~71l슐가 스우고깨 플이톨 용한 개녕 시이의 원예 

"-용 눈으풍 재녕확 개념 샤"1 생각하기 
의 연찌 파악하기 11 쪼엉 잔셰의 개녕 어악하기 
{우) 21 반대 판책의 개념 파악하기 

3) .5!..순 완셰의 개념 짜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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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소에서 깎아 주에요톨 다르게 한똘 

개녕의 정와성융 인 상-"으로 정I}If 재녕에 예8여 생각하기 
딴당하고 정의하 11 쩡확한 개념의 월요성 얄거 
기{세i 잉 장옷씬 갱의흩 용해 야르새 정의하기 

주어진 낭앙융 바르재 정의하기 

건회는 힐i야버지깨 연'1훌 썩야 항 앨01 

연지의 앵삭에 따 생깅 <M기3> 

하면지쓰기(환i 11 뻔지끓의 행씩 알기 1• 4 
v 현지 용.，."기 

연'1긍의 이에 벅토로위고와 훌환사 간의 연지훌 의도 '* 
[4-2 -3-말하'1. 연지g의 의도 여 악빠기 〈쓰기P 
를기 M기]슐기 악하기(두} 11 여러 확연의 연'1힐에셔 확정 찾기 1-4 
호용 눈으'" v 환져를의 와도 짜싹하'1 

‘연지. 시 강썼}'I 

다양언상영융 고 11 몽척에 맞깨 훨지쓰꺼 〈스스기3> 

려빼 훨져쓰기‘셰l v 때상훌 고려혜 현지ξ기 I-4 
어며나 생산에 현지*기 

생엘날 웰'1톨 흉혜 'I~연 0 1유홉 찾고 

시가 정셔의 g연 
이휴가 되는 단서와 기햄이양논 정 'i에 초 

암융 혈'11환i 
정 앙추기 
J) "，-]촉에 롤어었논 어려 가지 갱셔 찾기 

2) )， 1육에 톨어있는 쟁셔의 채냉 이혜하기 

§이터에셔 악생동이 다양@ 오승으'" 놓 
고 었농 그험용 체시하여 정협요소와 빼경 

〈푼혔I> 
시에셔 갱서흉 표 요소에 초점 맞추기 

현하눈 요소 핫.} 11 시에셔 빼경올 흉혜 느쩔 수 었는 정셔 {없지l 

시와 쟁싹(4-2-3-
보기{우} 용 핫아보기 h' 

입'11슐기로훌 운 21 시에셔 청협율 흉빼 느쩔 수 있논 정서 '-1 
으'" 훌 찾아보기 

카네이션 꽃옳 가지고 꽃에 ~환 느씹옳 

9양}여 잉싼썩인 정셔와 륙연한 갱서에 ￡ 

시의 정서흉 충섬 
접 맞추기 〈문학1> 

으로갑쌍용생 
11 시에셔 느일 수 잊는 영안칙인 갱서 충 (읽 '11 
에서 륙영한갱셔 찾기 1-8 

(셰) 
잉 시에셔 냐안이 느겔 수 있쓴 륙영힌 정 2-1 
셔호느잉 li현하기 
'-f얀의 특별환 쟁셔로 시 잡상푼 ￡기 

기1명푼의 01혜 
중국 양용 샤칭융 보며 여앵 희상하기 

〈암'14> 
[4-2-3-얽 '11슐기 

기앵훈의 영식과 })71뺑흉옳 잉" 지1명용이 '1지논 륙성 얄 1-1 
내용 얄'11한) o}보'1 

호용눈으호 
잉 기앵운의 다양얻 영삭 앙아보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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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앵용의 셔융， 가용에 g부훈의 내용 
양아보기 

。l것용우엇입까요? 

'1행용흩 맑고 내 
1) 셔유견훌파 열하옐가률 힘" 내용 파싹 〈얽기4> 

용화'l'상l‘두) 
하기 1-1 ” 기앵용에 나타난 여정‘ 견운， 강상 여약 2-5 
하기 

요리톨 에다가 뒤축악훗 외어버련 이리와 

수혜-.:r 01유는 쭈엇앨껴요? 
〈없기4> 

C앙한 영식으호 1) 기뺑푼융 쓰기 획환 중'1하'1-여행 짚 
기행훈 .t;71\세} 중，후 

1-1 

낀 기앵용의 영삭융 '1쑤어 쓰기 
2• 5 

@ 가쳐 영식율 정하여 기뺑운 쓰기 

엘기 쓰기의 휩요 영기 "'1 숙찌가 셰일 십어1 
성약 잉기의 "갱 1) 얽기 쓰기의 월요성 이혜하기 

얄'11한) 21 열기의 륙쟁 항기 

영기훈의 이뼈 
잉기의 글강의 중 쏠 거리 잊기가 너우 영툴어 

[4-2-3-읽기l슐'1 
잉 생각 파악하기 1) 일기의 풍갑 핫기 

5ξ훌 눈으" 
(두) 21 였기의 충섬 생각1쭈찌) 파악하기 

영기는 연지를쳐정 쓸 수도 잉어 

q<>J한 영삭으로 1) 다양한 앵식으흐 일기 "'1 
일꺼 쓰기{세) 21 엘지 얽고 잘 쓴 껑 .. 끓첼 갱 찾기 

면>1률 행삭으호 었기 %가 

션생닝이 알려주신 시와 쭈제가 '1슛한 사 

시의 주제 찾눈방 3연 짖야요기 어엉게 애컬힐까? 

법 왈'11환} 1) 시의 짧 요소 살얘보기 

21 시의 쭈셰 핫논 방법 얄'1 

자기 앙안 &다고 하는 신하흘에게 영긍닝 

시의 주제'-2용 
시의 주찌 여악하 이 내리산 시의 주찌는 우엇일껴? 

압하기·툴지·쓰 
기(두} 1) 셔쟁시의 주채 파악하지 

'11가슴옳 열고 
21 서사시 의 쭈제 확싹하'1 

선훈기사에 나다난 훌흥주의 ‘셔시· 

애경지삭용 "용 
1) 시에 나따난 사회쩍. 시혜척 배경울 고 

히여시의주에혜 
혀'"에 주셰 얘석하기 

석하치《세l 
21 시흉 쓴 사인의 삶용 고려하여 주~ 해 
석하'1 
시 강상용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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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9> ax:e Á떼어가정악습 콘헨츠 개앙 획습 주제 욕륙 

영엑 기용억'iI.It.악* 성 .. t19 
툴'11 1 성영 대상에 따온 중요도 이얘.f기 l 일이나 긍에서 강요도 영가하기 

2 욕직과 상앙에 따흔 중요도 연연하기 2 중요 내용 션얻하여 에요하기 
3 풍요한 내용융 종심으로 에"하기 

똥7)2 4 토의의 영안적 절차 3 여러 가지 의경용 기충에 여라 
3 용제에 연한여러 가지 의견 환퓨하기 

6 의경 간의 g용엉파 '1이정 파악하기 

졸'13 7 소'!하농 앙의 혹생 4 소개하는 앙의 요현 욕영 영거하기 
8 소개하능앙의구조 5 자기소깨풍 효과썩으로 혀는 방 

9 소개하논 양 반용하여 톨기 엉 셰안하기 

톨'14 m 주인공의 양와 앵용에 주쭉하연셔 융기 6 용장인용악 주제의 얀얘 장기 

" 사건율 충심으호 출거리 찍악하기 J2 인옳과 사건월 중싱으iξ 주제 화뺑f기 ? 사건과 주찌의 판채 찾기 

양하기 ” 흩논이에 대얘 알아보기 8 를는이와 꽁간의 륙성에 따라 앙 

M 종섭 내용.0) ~ 드러냐깨 내용 조'1하기 표하기 

J5 공간애 여라 땅운 영영 당리하기 

양하기 \6 회의의 정차와 방법 얄'1 9 용바용 회의 행볍 'f 때토 청'f하 
2 17 빼의 싼갱 이혜하71 기 

J8 요성융 간정하고 훈영하게 앙하기 

19 다양언 의견융 구영하j!~용의 용제 얘 
결하기 

양하기 Jl 틀는이의 져'1훌 고려하여 내용 생성하기 JO 상대앙융 얘허하논 얄하기 
3 21 를는이의 쳐져용 고려하여 -1'탁， 거영하 

논 및냉f71 

a 을는이의 셔지융 고려하여 위료하는 양 
하기 

양하기 깅 작유의 내용융 요악하고 생각이냐 느엉 " 생생한느g융상혀 라용 ‘ 떳쏠01기 평가하기 

" 꾸며주는 양융 I파석으호 사용하여 양 하가 

E 직tlH 애얻 생각이나 느낌 알하기 

염가l ,; 사전의 혹성과 기놓 이해하기 12 국어샤션의 좋온 정 열거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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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천 활용 방법 할끼 

얽7JZ '" '1천잭 의 "1차 흉액적 의이 어혜하'1 I3 척철환 어휘활 사용하여 고쳐 쓰 

g 역학에 따라 냥양 성‘끽하기 

m 적정한 II언파 색영하지 압용 JJ.연 장기 
입m 31 의견용 ~시환 끌의 혹성 01빼하'1 14 글에서 의건 장아 정리하기 

x 인응 4상상앙찌악하기 
Il 의경의 석정성 연딩하기 15 의견의 척절성 평가하기 
잉 끌쓴01~1 희견화 자신의 의견 'I;z하기 

얽 '14 :E 견용악장상구영하기 16 기앵푼의 형삭아 내용의 인째 따 
악하기 

:E 기앵용의 여정 정리하기 17 기앵용의 여정까 강상 구영하기 

JI 를쓴이의 강상갱이보기 
g 다i깡환 영쐐 기뺑푼 양아호기 18 다양현 행식의 기행훈 '1교해| 

쓰기1 g 출거혀의 재념 이혜하거 19 주제에 여라 사건파 영동 평가하 
@ 사건， 앵용으호 중거리 정리하기 기 

41 중거리 요약이 다양한 이유 여악하기 m 셔효 다혼 출거려 비교하'1 

쓰7]2 g 채안'1농 얄의 확성 이혜하기 21 다‘짱한 유형씌 제안하는 올 ~71 

g 의경의 타당생와 앙리성 연연하기 

" 껴안앙 내용융 갱토하고 적성하깨 고셔 ‘기 

싼기3 ￡ 현지의 형씩 얄'1 z 연지의 영삭옹 앙연 흥은 정 영 
거하'1 

'" 양l눈 이와 상황융 고i껴&뼈 내용 선정하기 a 다"j환 상황용 고려혀여 흰'1 ξ'1 

41 자션과 얽는 ol~l 딴째옳 고썩하' 1 " 현'1캉의 씌5'. 펴악하기 

스스기4 '" 읽는 이활 고려하찍 내용 생성하'1 s 괄과 그랩'1 구성 명가하'1 

<I 할파 ::l힘으iξ 내용 다료째 표현하기 

i 클깎 그렴어 서로 씩용려5'.홉 구성하가 

운엄l 51 표환{와 방언의 개냉 01혜하기 æ 표환씩와 뱅언 '1료째 사용하기 

'" II환;'1 앵언어 사용씩논 상항 이해하기 

잉 표준어'i 방언의 표현 효양} 알아보'1 

용볍2 5씨 놓엉엽의 개념 이혜하기 η 높업법 샤용의 갱쳤생 환딴하기 

ffi 용잉엉의 총휴잉아보기 
,. 풀엽엉용 써야 항 상황 여혜하기 g 홉잉법 '1료재 사용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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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엉3 " 문창 성푼의 재념 이혜하기 g 운장성용파 용장의 유앵 한유하'1 

'" 훈장 성용 운석하기 l 주성훈 

'" 훈창 생분 한석하'1 2 ’ ￥속생분 I 서슬어호 톨￥의 종휴 찌악에기 

용억1 m 시의 환워자와 쟁셔 어혜하기 31 시에서 정셔톨 g현하는 요소 !t 
아보기 

61 흩.f하는 셔~ 록성 알하기 '" 사의 정셔용중싱으호생훈쓰기 웅억e "' 시의 구성요소 .1빼 .. 기 : 훌융. 이"1지 

ñl 이야기의 구생 요소 혀혜하'1 ’ 연볼， 사 3l 이야기의 구성요소 바꾸기 
a 얘경 

64 얀율" ^ttl, 배경용 중심으로 야야기 이 34 시:와 소셜잉 구성요소 '1"하'1 
혜하'1 

g 훈융. 야이'1 용융 중심요혹 서활 이혜하거 

용억3 .. 싹용의 빼껑 이해하기 J; 작홈의 배경파 인륭의 판~ 창'1 

ÕI 싹용 속 인웅의 샅 '1악I<f기 J; 얀율의 륙성 비.il'8j-71 
g 각용속인용의 상까일상 생영속인올 

연판갯기 

용억4 g "확 갑생훌~ 확갱 이뼈하'1 

m 짝용율 얽고 L‘씬 생'1 쟁려하' 1 

총안 '1본1"-충""쩨 쭈~ 성화 ; 157R 쭈제 
〈신규'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