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Ⅰ
『세계시민교육 AAA 교육과정』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2018- 02

이론연구

『세계시민교육 AAA 교육과정』소개

< 2018학년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 교육연구부) 예시( 발췌) >

러시아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전공기초러시아어/러시아어회화Ⅰ
Ⅰ
비전
핵심
역량

비전/핵심역량/전략
러시아어 전문성을 함양한 세계시민 양성
1. 러시아의 언어, 문화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지적 통찰력
2. 공감과 실천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시민의식
1. 언어의 4기능 함양을 위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실시
2. 러시아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토론 융합형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 운영
3. 인문과학/사회과학/예술 분야 러시아 교과독서활동(R&D) 전개
4. 모스크바 1257 학교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대학교 한국학과와 온/오프라인 교육 교류
5. 분야별 러시아 전문가 및 학자 초청 러시아포럼 운영
6. 어학, 문화, 지역학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교내 경시대회 운영
7. 러시아 관련 동아리 및 소모임연구회 활성화
8. 지역사회연계 재능기부활동 및 봉사학습 전개(수원평생학습관, 안산다문화센터 등)

전략

Ⅱ
정규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러시아어 기초 단계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융합 연계 수업
[2학기] 모둠 토론 중심 초급 독해 및 러시아문화연구 심화 수업
[한국인교사]
1. 읽기와 듣기 수업의 통합수업 실시
2. < 줌인러시아> 를 읽고 조별로 토론 후, 발표- 객관적 관점에서 러시아 바라보기
3. 북아트 만들기, 씽킹 맵, 요리(블린), 마트료시카카드 만들기 등 융합적인 수업과 인성교육
[원어민교사]
1. 듣기, 쓰기, 말하기의 통합교육
2. 역할놀이를 통한 러시아어 발음 지도
3. 한국인 교사의 활동 시에 필요한 러시아어 첨삭 수정
[지필평가] 어휘, 문법, 의사소통,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행평가] 실용문 정보 파악, 에세이 등 표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1학기] ‘줌인러시아’ 프로젝트 독서활동 후 SAWL러시아전문가심포지엄 개최
[2학기] ‘피와 눈의 나라 러시아 미술’ 독서활동 후 독서예술코어 프로젝트활동
[1학기] 공공성과 세계시민의식의 상관관계 탐구 및 세계시민의식 실천을 위한 용기 함양
[2학기] 책임 여행, 윤리적 여행을 위한 자세 함양 및 세계시민의식 나눔 실천 방안 탐구

2학년-러시아어독해Ⅰ/러시아어작문(영어과), 러시아어독해Ⅱ/러시아어작문(러시아어과)
Ⅱ

정규수업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활용한 러시아어 독해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2. 역할극, 에세이, 주제 발표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연계
[2학기]
1. 글의 세부적 내용 이해와 더불어 그 속에 담긴 관점과 의도 등을 비판적으로 파악하여 창의적 사고를 유도
2.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및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러시아 관련 종합적 지식공유 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한국인교사]
1. 읽기와 듣기 수업의 통합수업 실시
2. < 죄와 벌> 을 읽고 조별로 토론 후, 발표- 객관점 관점에서 러시아 바라보기, 협동심 발휘
3. 북아트 만들기, 씽킹 맵, 요리(블린), 축하카드 쓰기 등 융합적인 수업과 인성교육
[원어민교사]
1. 듣기, 쓰기, 말하기의 통합교육
2. 매일 일기쓰기를 통한 러시아어 작문 첨삭 수정
3. 한국인 교사의 활동 시에 필요한 러시아어 첨삭 수정
[지필평가] 풍부한 어휘, 문법, 의사소통,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 이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행평가] 다양한 주제의 러시아어로 된 짧은 글의 내용과 주제,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단어
와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1학기] 러시아의 지리, 역사 학습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젝트 수업
[2학기]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 죄와 벌> 분석
[1학기] 세계시민의식 나눔 실천 방안 탐구
[2학기] 세계시민의식 실천을 위한 용기 함양

3학년-러시아어회화Ⅱ/러시아문화
Ⅱ

비전 실현 로드맵

정규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1학기] 다양한 주제의 심층적 의사소통역량 배양 및 러시아문화연구 심화
[2학기] 고급 러시아어 텍스트 기반 러시아 문화 융합수업 (Content- based Learning)
[한국인교사]
1. 의사소통예시문 활용 고급 회화 수업
2. 고급 문법 수업
3. 러시아 미술/러시아 문학 프로젝트 수업
4. 독서 연계 심층 탐구 수업
[원어민교사]
1. 주제별 러시아어 에세이 쓰기를 통한 러시아어 작문 첨삭 수정
2. 주제별 심층 문화 탐구 수업
[지필평가] 고급 어휘, 문법, 의사소통,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행평가] 실용문 정보 파악, 에세이, 주제 심화 말하기 등 표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1학기]
1.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우수’(тоска)를 원어로 읽은 후 국문학 작품과 비교 분석 활동 전개
2. ‘줌인러시아’ 프로젝트 독서활동 후 SAWL러시아전문가심포지엄 개최
[2학기] 러시아의 미디어와 예술 학습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젝트 수업
[1학기] 공공성과 세계시민의식의 상관관계 탐구 및 세계시민의식 실천을 위한 용기 함양
[2학기] 책임 여행, 윤리적 여행을 위한 자세 함양 및 세계시민의식 나눔 실천 방안 탐구

교과 성장 프로그램
대회명

시행 목적

대회명

러시아어
인문학
에세이대회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러시아어로 서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러시아어 쓰기 능력을 배양

러시아연구
학술제

러시아&CIS
시장진출전략
공모전

러시아와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이해하고 미래 러
시아 시장 개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재구
성하여 구조화 하는 역량 배양

러시아
문화예술제

러시아문학비평
바깔로레아

인문 철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바깔로레아 방식의
문항을 통해 러시아 문학을 비평함으로써 문학작
품에 대한 해석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

러시아
원어영화제

시행 목적
러시아 정치, 경제, 지역문화, 중앙아시
아 이해 등 지역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
에 대한 심층 탐구활동을 통한 자기주
도적 연구 능력 배양
러시아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 다양
한 분야의 문화예술적 컨텐츠를 탐구하
고 공유함으로써 러시아 문화예술에 대
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
러시아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에 연기력과 음악 및 미술을 겸비한 종
합예술로서의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종
합적인 역량 강화

Ⅷ. 연구자료 - 연구과제 Ⅰ 3

일본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전공기초일본어/일본어회화Ⅰ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비전/핵심역량/전략
더불어 사는 지혜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일본전문가 양성
1. 일본관련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능력
2.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타문화 수용능력
3.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공감 능력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통합수업 실시
2. 원어민을 활용한 학생맞춤식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3. 일본어·일본문화 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 탐구
4. 다양한 주제의 일본어과 경시대회를 통한 일본어능력향상 및 창의성계발

Ⅱ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의 통합수업 실시
2. 학생중심의 맞춤식 수업으로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시도

정규수업

3. 프로젝트학습 : < 희망을 여행하라> 을 읽고 세계민으로서의 책무를 고찰 및 토론
[2학기]
1. 언어 기능과 문화의 통합적 교수�학습(문화적 내용을 소재로 한 언어 기능 학습 등)을 지향
2. 정보 통신 기술 및 기타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학생들 스스로 활용하여 일본 문화를 이해하
도록 수업 전개
3. 프로젝트 수업 :< 국화와 칼> 을 읽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고찰 및 토론
[한국인교사]
1. 읽기와 듣기 수업의 통합수업 실시
2. <희망을 여행하라>를 읽고 조별로 토론 후, 발표- 협동성 글로벌 문제에 관하여 비판의식 양성

제2외국어 3. 요리(다코야키), 쇼추미마이, 스승의날 카드 쓰기 등 융합적인 수업과 인성교육
수업안내

[원어민교사]
1. 듣기, 쓰기, 말하기의 통합교육
2. 동아리홍보 포스터만들기, 형용사로 친구와 자신의 좋은 점 5가지 말하기-인성교육 및 융합교육(일본어+ 미술)
3. 한국인 교사의 활동시에 필요한 일본어 첨삭 수정
[지필평가]
1. 가나와 한자가 포함된 문장을 바르게 읽는 능력
2. 낱말이나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표현하는 능력

평가방향

3.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주제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수행평가]
1. 가나철자법과 현대일본어 문법에 맞게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밀하고 쓸 수 있는 능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2. 가나철자법과 현대일본어 문법에 맞게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1학기] < 희망을 여행하라> 를 읽고 글로 벌 이슈에 관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함.
[2학기] < 국화와 칼> 을 읽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활동을 함.
[1학기] < 희망을 여행하라> 를 읽고 글로 벌 이슈에 관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함.
[2학기] < 국화와 칼> 을 읽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활동을 함.

2학년-일본어독해Ⅰ/일본어작문(영어과), 일본어독해Ⅱ/일본어작문(일본어
Ⅰ과)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핵심

일본어와 일본문화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어독해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
1. 일본어로 된 정보를 검색하고 국제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역량

2. 일본어학습의 배경지식이 되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진취적 사고
1. 언어의 4기능 함양과 학생주도 프로젝트의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전략

2. 일본어교과와 타교과와의 융합수업을 통한 심미적소양 및 창의력 함양
3.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Ⅱ

정규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일본어와 일본문화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급일본어독해수업
2. 학생주도 프로젝트의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2학기]
1. 토론과 발표 중심의 일본어 중급 문법 및 문화교육
2. 일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 함양
[한국인교사]
1. 다양한 일본, 일본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진행하는 독해 수업
2. NHK 뉴스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 뒤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력 향상
3. 대중문화(노래부르기, 더빙하기, 드라마 듣기...)와 전통문화(하이쿠짓기, 부채만들기...) 수업
[원어민교사]
1. 국제교류활동 계획 및 소감문 작성 및 인터뷰활동
2. 관심이 있거나 진로와 연관있는 일본인물을 조사하여 탐구하여 발표
[지필평가] 다양한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된 독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행평가] 일본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읽거나 글로벌 이슈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일본어로 표현하고 발
표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1학기] 일본사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여 발표함.
[2학기] 조별로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글로벌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을 선정하고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
[1학기]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모둠별
발표를 통해 세계시민역량 함양수업
[2학기] 독서토론 수업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3학년-일본어회화Ⅱ/일본문화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비전/핵심역량/전략
더불어 사는 지혜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일본전문가 양성
1. 일본관련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능력
2.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타문화 수용능력
3. 세계시민으로서 21C를 살아갈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의사결정능력
1. 다양한 주제를 통한 일본어능력향상 및 창의성계발
2. 원어민을 활용한 학생맞춤식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3. 일본문화관련 독서 토론수업
4. 수업과 평가, 기록이 일체되는 수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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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규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일본어회화Ⅱ
1.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주제 및 상황별로 전개
2. 학생들의 능력 및 학습 전략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
3.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가능하도록 가시적이고 활동중심의 수업 지향
[2학기] 일본문화
1.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이 문화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창의적인 수업 전개
2. 학생 중심의 과제 및 체험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 전개
3.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가능하도록 가시적이고 활동중심의 수업 지향
[한국인교사]
1. 다양한 일본, 일본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진행하는 독해 수업
2. NHK 뉴스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 뒤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력 향상
3. 일본역사독서활동에 참가하면서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흐름, 사건, 인물을 정리 후, 소감 발표
[원어민교사]
1.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서 작성 후 모의면접 실시
2. 자기소개서 작성관심이 있거나 진로와 연관있는 일본인물을 조사하여 탐구하여 발표
3. 원어로 일본역사수업을 진행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 심층 탐구활동 진행
[지필평가]
1.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사항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2. 문화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
[수행평가]
1. 일본의 일상생활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능력
2. 특정 주제를 다룬 문장을 읽고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3. 다양한 매체(영상, 글, 그림)를 감상한 후 주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 능력
[1학기] < 국화와 칼> 을 읽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활동을 함.
[2학기] < 4차 산업혁명시대 살아남기 > 를 읽고 미래인재로 필요한 역량을 고찰해 봄.
[1학기] < 국화와 칼> 을 읽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활동을 함.
[2학기] < 4차 산업혁명시대 살아남기 > 를 읽고 미래 사회 세계시민으로 갖추어야할 역량을 고찰해봄.

교과 성장 프로그램
대회명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시행 목적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
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타인에게 발
표할 수 있는 발표력 및 일본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문학작품 및 인문학서에 반영된 일본문화를 이해함

일본문학
논술대회

으로써 특정 문화의 고유성 및 타문화 이해 감수성
을 높이고, 이를 분석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과
정을 통하여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함.

일본어인
문학
에세이대회

대회명

시행 목적
일본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한 후, 재조명하

일본문화 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심층탐구 함양하고, PPT으로 작품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
대회

하여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감각을 육성함을 목표로
함.

일본어
한국문화
소개UCC
공모전

일본어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
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여 자신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일본어 번역과 UCC작품 제작 과정을 통하여
일본어의 유창성과 심미적 감성, 창의성 등을 함양
하고자 함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하여 일본어로 작성함
으로써, 일본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 일본문화 일본어의 어휘, 악센트, 문법능력과 더불어 상징적
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
력을 함양하고자 함.

예술제

표현 등 문학적인 감성과 예술성을 함양하고자 함

프랑스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전공기초프랑스어/프랑스어회화Ⅰ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제2외국어
수업안내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비전/핵심역량/전략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프랑스어권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시
대에 국제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양성
1.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
2. 프랑스어권 문화의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
1.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으로 활동 중심의 수업 지향
2. 과정 중심의 학습으로 단계적인 언어 능력 향상 추구
3.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프랑스어 기초 단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2. 프랑스어권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자주적 정신을 갖추는 토대 마련
[2학기]
토론 및 발표 중심의 중급 독해 수업과 문학 분야 문화 이해 수업을 바탕으로 프랑스어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필평가]
1. 프랑스어의 기본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평가한다.
2. 서술형 평가를 통해 프랑스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사고력을 확장시킨다.
[수행평가]
1. 프랑스 현대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2. 기초의사소통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해보며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에 간단한 글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인교사][1학기] 프랑스어 기초단계 수업 / 프랑스어권 문화 발표수업
[2학기] 프랑스어 기초단계 수업 / 프랑스어 의사소통 수업
[원어민교사][1학기] 프랑스 지리수업 / 프랑스어권 문화비교 수업
[2학기] 교통수단 수업 / 역할놀이
[1학기] ‘자기 앞의 생(에밀 아자르)’ 감상 후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로 서평쓰기를 시행함.
[2학기] 기 드 모파상 작품을 읽고 토론을 전개함.
[1학기] 프랑스어권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기름.
[2학기]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함.

2학년-프랑스어독해Ⅰ/프랑스어작문(영어과),
Ⅰ
비전
핵심
역량

프랑스어독해Ⅱ/프랑스어작문(프랑스어)

비전/핵심역량/전략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프랑스 전문 인재 육성
1. 프랑스어 구사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
2. 프랑스어 화자로서 갖춰야 할 글로벌 시민의식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2.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세계시민 수업
3. 인문과학/사회과학/예술 분야 프랑스 교과독서활동(R&D)

전략

Ⅱ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1학기] 3~10월 한국인 교사 - 토론 및 발표 중심의 고급 독해수업예술문화 이해수업
원어민 교사 – 중급에세이수업/고급회화수업,지역문화 이해수업
정규수업
2학기]11~2월 한국인교사 – 수능 고난도 문법 개념수업
원어민 교사 – 중급에세이수업/고급회화수업,지역문화 이해수업
[한국인교사][1학기] 프랑스 시사 토론수업 / 중급 독해수업
제2외국어
[2학기] 수능 고난도 문법 개념수업 / 작문수업
수업안내 [원어민교사][1학기] 관용표현 수업 / 프랑스어권 도시 발표수업
[2학기] 문법정리 수업 / 작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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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향

독서토론

세계시민
교육

1. 평가 상황, 방법, 기준을 미리 안내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준거로 하여 각 평가
요소들을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학습 목표 관련 사항을 수업 과정 중 수시로 평가한다.
3.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지필평가, 관찰, 대화, 듣기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심화과정을 평가한다.
1학기 레일라 슬리마니 작품 탐구
[독서활동] 달콤한 노래 , [독후활동] 작품내용 중 인상 깊었던 문장에 대한 토론
2학기_프랑스 문화 및 예술작품 탐구
[독서활동]프랑스문화와 예술,그리고 프랑스어
[독후활동]해당된 부분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인터뷰, UCC 프레젠테이션,연극형식으로 소개
[1학기] ‘희망을 여행하라(임영신, 박미경)’를 읽고 공정여행에 관해 토론
[2학기] 세계시민의 개념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할 덕목 관련 동영상 시청 후 토론

3학년-프랑스어회화Ⅱ/프랑스어권 문화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비전/핵심역량/전략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프랑스 전문 인재 육성
1. 프랑스어 실제적인 구사능력
2. 프랑스 문화, 예술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
3. 프랑스어 화자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시민 의식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실시
2.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3. 인문과학/사회과학/예술 분야에 관련 프랑스 교과 독서활동을 통해 문화 상호 능력 함양

Ⅱ
정규수업
제2외국어
수업안내

평가방향
독서교육
세계시민
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프랑스어 의사소통능력을 심화하고, 프랑스- 한국 비교 문화 토론 수업을 전개한다.
[2학기] 프랑스어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른다.
[한국인교사][1학기] 상황극 대본 작성수업 / 프랑스 문학작품 분석 발표수업
[2학기] 프랑스 방문예절 / 프랑스 식당 / 프랑스 식문화와 한국 식문화 비교 발표수업
[원어민교사][1학기] 역할놀이 / 고급 회화수업
[2학기] 프랑스 식사예절 / 프랑스 식당메뉴 / 프랑스인들의 선호음식 발표수업
[지필평가] 1. 프랑스어 교수·학습의 기본 목표인 심화된 의사소통능력과 프랑스 문화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사항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수행평가] 1. 일상적인 사실과 시사적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언어 4영역을 통해 평가한다.
2. 프랑스어권 지역의 미디어, 다문화, 교육, 식문화, 언어, 의학,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와의 문화 비교를 통해 상호 문화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1학기] ‘레미제라블(빅토르 위고)’을 읽고 프랑스 19세기 역사적 배경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 토론 및 서평쓰기
[2학기] ‘고슴도치의 우아함(뮈리엘 바르베리)’ 감상후 토론 및 서평쓰기를 시행함.
[1학기] 프랑스어권 지역의 각종 사회제도, 삶의 양식을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 또는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
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함.
[2학기] 세계시민의 개념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랑코포니
음악축제

프랑스문학
논술포럼
프랑스스포츠
축제

시행 목적
프랑스 노래 부르기를 통해 풍부한 어
휘와 문학적 표현을 익히고 듣기와 발
음능력을 향상시키며 프랑스 문화를
향유하고자 함
프랑스 문학작품을 읽고 프랑스의 문
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고자 함
프랑스 스포츠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프랑스어를 친숙하게 느끼는 체험과 동
시에 스포츠를 문화를 향유하고자 함

프로그램명

시행 목적

프랑스시
심층포럼

프랑스 시의 표현방법과 특징, 시대적 배경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발음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프랑스어권문화
프리젠테이션컨
포런스
프랑스어에세이
심층연구

프랑스어로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나라 문
화와의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문
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능력과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프랑스어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작문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함

중국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전공기초중국어/중국어회화Ⅰ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중국 전문 인재 육성

핵심
역량

1. 의사소통능력
2. 세계시민의식
3. 중국 사회, 문화, 역사 및 문학 전반에 대한 소양

전략

1. 언어 4기능을 연계한 통합적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2. 상호 협력을 통한 창의적 과제 수행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3. 중국 심층 탐구활동 및 인문학 독서활동 전개

Ⅱ

비전 실현 로드맵

정규수업

1.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국 사회, 문화, 역사 및 문학 전반에 대한 소양을 길러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평가방향

[지필평가]
1. 교수- 학습 방법의 기본 방향인 인성교육, 의사소통 능력 신장, 세계 시민의식 배양을 기본 방향으로 함.
2. 기본 어휘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활용 능력을 평가함.
[수행평가]
1.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수행과제가 평가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2.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능력이나 협업하여 의사소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평가함.

[한국인교사]
1.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영역 통합 수업
2. 중국 인문학 도서를 통한 바른 가치관과 주도적 삶의 태도 확립 등 인성 교육
3. 중국 관련 키워드 탐구를 통해 현대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도모
제2외국어 4. 중국역사인물에 대한 개별 심층 탐구 및 토론 활동을 통해 역사 인물이 주는 현대적 의미에 대한 확산적 사고
수업안내 력 배양
[원어민교사]
1. 기초 발음 및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표현 연습
2. 중국의 언어 및 생활 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 활용 수업
3. 중국 노래, 드라마, 동화책 학습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이해
독서교육

중국 역사 인물 관련 독서 후, 탐구 내용 발표 활동을 실시함.

세계시민
교육

[1학기] 중국사를 움직인 인물 탐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습함.
[2학기] 키워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발전 추이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대
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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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중국어독해Ⅰ/중국어작문(영어과), 중국어독해Ⅱ/중국어작문(러시아과)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중국 전문 인재 육성

핵심
역량

1.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어 구사능력
2. 글로벌 시민의식
3. 중국 사회, 문화, 역사, 문학,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

전략

1.
2.
3.
4.

Ⅱ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실시
개별학습이 가능한 학생 중심 토론수업 모형 개발
중국어 심층 탐구 활동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인문과학/사회과학/예술 분야 중국어 교과독서활동( R& D) 전개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다양한 독해 지문 해석, 글쓰기 수업 등을 통한 전반적인 중국어 능력 향상
2. 중국 관련 기사 스크랩 활동 및 토론을 통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정규수업

[2학기]
1. 중국어 작문 능력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중국어 능력 향상
2. 다양한 중국 문학 작품 탐구
3. 관심 분야에 대한 심층 주제 탐구

제2외국어
수업안내

[한국인교사]
1.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영역 통합 수업
2. 사마천 <사기>를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활동 및 인성교육
3. 중국 관련 기사 스크랩 및 토론 활동을 통해 현대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확장
4. 중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한국어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한 독해 실력 향상
[원어민교사]
1. 회화, 작문 중심의 일상생활 표현 연습
2. 관용어, 성어를 통한 인성교육 및 중국문화 이해
3. 애니메이션을 통한 다양한 회화 표현 연습
4. 다양한 중국 노래 학습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 문화 이해

평가방향

[지필평가]
1. 다양한 중국어 글을 접하고 이해하며, 의사소통능력을 키운다.
2. 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내면화한다.
[수행평가]
1. 독해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통해 다양한 문장을 직접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2. CH-NIE 수업을 통해 중국 관련 기사를 읽는 눈을 키우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한다.

독서교육

[1학기] 루쉰의 다양한 소설을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 중 일부를 원문으로 보고 해석한다.
[2학기] 중국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 중 일부를 원문으로 보고 해석한다.
[1학기] 중국의 환경 정책과 황사 현상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후 발표하면서 지구와 나는 하나임을 깨닫는다.

세계시민
교육

[2학기] 중국에 유입되는 난민의 실태 및 재중국 탈북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효과적인 난민 정책을 제
안한다.

3학년-중국어회화Ⅱ/중국문화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중국 전문 인재 육성

핵심
역량

1. 중국어의 실제적인 구사 능력
2. 글로벌 시민의식
3. 중국 사회, 문화, 역사, 문학,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

전략

1.
2.
3.
4.

Ⅱ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실시
개별학습이 가능한 학생 중심 토론수업 모형 개발
중국어 심층 탐구 활동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인문과학/사회과학/예술 분야 중국어 교과독서활동(R&D) 전개

비전 실현 로드맵
1. 다양한 주제의 심화회화능력 배양
2. 중국어를 매개로한 다양한 텍스트의 이해 능력 배양
3. 중국의 예술�
지역문화�
생활에 대한 글을 읽고 중국 문화 이해력 신장

정규수업

[한국인교사]
1.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영역 통합 수업
2. 중국 문학 작품을 번역을 통한 고급 독해, 문학적 의미 고찰
제2외국어 3. 중국 인문학 도서 < 논어> , < 장자> 등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주도적 삶의 태도 확립 등 인성 교육
수업안내
[원어민교사]
1. 고급 회화 및 고급 작문 수업
2. 중국의 지역 특색 및 생활 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영상 활용 수업
3. 중국의 고사 학습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이해

평가방향

[지필평가]
1. 중국어의 4대 기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을 골고루 평가한다.
2. 중국어 회화 및 독해능력의 심화를 꾀한다.
[수행평가]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구술 평가, 포트폴리오 구성, 발표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학생의 다면적 성장
을 도모

독서교육

《논어》읽기 및 토론, 발표 수업을 통해 인문학의 기초를 다지고 논어의 가르침 내면화하기

세계시민교육 한�중이 함께 해결하는 환경오염 문제연구, 중국 소수민족 정책을 통한 다문화정책이해

교과 성장 프로그램
대회명

시행 목적

대회명

시행 목적

중국문화예술
경연대회

중국 음악, 예술, 시 문학 등 문화예술 분
야의 창조적 표현을 통해 중국에 대한 깊
은 이해와 학습 동기를 고취

중국학
심층연구대회

중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중 관심 주제에
대한 심층 탐구를 통한 자기주도적 연구 능력
배양

중국인문학
독서논술대회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도서를 읽고
논술 활동을 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해석
및 논리적 글쓰기 능력 배양

중국어말하기
대회

중국의 유명 고사를 중국어로 익혀 구연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

중국어
에세이대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
해 중국어로 서술함으로써 확산적 사고력
과 중국어 작문 및 활용 능력 강화

중국영상더빙
대회

협업을 통해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속 중국어를 더빙하는 과정에서 유창한 실용
중국어 능력 및 공동체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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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영어/심화영어Ⅰ/심화영어독해Ⅰ(영어과), 영어/심화영어Ⅰ(러∙ 일∙ 프∙ 중어과)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
인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봄과 동시에 한국 문화의 가치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협동심을 기르고, 논리적인 사고와 융합적인 사고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쟁점과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2.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문화 및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기른다.
3. 다양한 주제의 글 읽기와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논리적,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함께 길러질 수 있는 통합적 수업 진행
2. 협동심,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위한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 진행
3.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진행
4.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문제 해결력과 심미적 소양 함양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세계시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토의 토론하며 세계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세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내용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영어의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한다.
2. 영어의 이해능력(듣기, 읽기) 및 표현능력(말하기, 쓰기)을 균형 있고 폭넓게 신장한다.
[2학기]
1. 심화된 내용의 읽기 자료, 어법 및 구문 자료, 뉴스 기사 등을 활용하여 모둠활동 및 발표를 통하여 영어 의사소
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주도형 자료를 활용한다.
[지필평가]
1. 주제 및 내용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평가와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법과 요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2. 영어 성취기준ㆍ성취수준에 따라 수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가르친 내용을 평가한다.
[수행평가]
1. 에세이 쓰기 평가와 presentation 대본작성평가는 개별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독립적인 탐구활동을 수행하되, 주
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관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포트폴리오 평가는 관심 주제에 대한 심층 조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프로젝트 평가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과정 중심 쓰기를 진행 한 후 쓰기 과정 및 최종 산출물을 종합 평가한다.
4. 발표는 관심 주제에 대한 심층 조사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학기] 창의지성 텍스트를 활용한 독해 기법 향상 및 창의적 표현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한다.
[2학기] 영어로 된 원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능력을 갖도록 훈련하고 독서토론을 실시한다.
[1학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 토의�
토론 등의 활동을 도입하되 창의성과 인성 계발에도 도움이 되는 학
습자 참여 및 협동 학습 중심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학기]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구조를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
적 학습, 긍정적 학습태도 등과 같은 사회·정의적 영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1학기] 봉사활동과 관련된 주제의 글을 읽고 안전유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한다.
‘왜 여행을 하는가’라는 주제의 글을 읽고 안전한 여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함
[2학기]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제의 글을 읽고 자연재난안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한다.
‘Ebola outbraek’라는 주제의 글을 읽고 건강문제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한다.
[1학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세계적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글로벌 이슈에 관한 토론을 실시한다.
[2학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회화능력을 길
러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1학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전반적인 기능향상의 기반이 되는 어휘학습을 실시한다.
[2학기] 영화로 문화적 요소들을 접목시키며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2학년-심화영어회화Ⅰ/심화영어독해Ⅱ(영어과), 심화영어독해Ⅰ/심화영어작문(러∙ 일∙ 프∙ 중어과)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융합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미래의 학술 연구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영역에
서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심화된 영어 능력을 키우고 이와 더불어 비판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1.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2. 자율적,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 집단지성 창출력
3.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문화적 소양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 통합수업 실시
2. 협동�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을 통해 집단지성 구현
3.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읽기- 사고- 쓰기- 발표- 토론- 사고재정립’의 과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Theme- based Reading, Extensive Reading, News Diary, Debate 등)
4. 영어과 주관 각종 대회와 활동을 통한 창의적�융합적 능력 함양
5. 모의유엔활동, 영어토론대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6. 외국어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진행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전문적 분야에 관한 긴 글을 읽고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한다.
2.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각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용적 표현을 익히고,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구체적 논
거를 들어 설득력있게 표현한다.
[2학기]
1. 여러번의 솔로 스피치를 통해 자신감을 기르고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사신의 의견을 논
거를 바탕으로 영어로 쓸 수 있다.
2. 긴 글을 읽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글의 응집성 및 통일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필평가]
1. 수업시간에 다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2.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연계되도록 평가항목과 문항을 설정한다.
[수행평가]
1.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에 대한 자신의 탐구내용을 스피치로 평가한다.
2. 전문적 분야에 관한 긴 글을 읽고, 적절한 어휘 및 표현과 문장구조를 사용하여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이 잘 드러나도록 한 문단 정도로 논리적으로 요약한다.
3. 전문적 분야에 관한 상반된 주장의 긴 글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각각의 주장을 비교하고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한다.
[1학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도서를 읽고 솔로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스피치
수행평가를 시행함.
[2학기] 토론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토론의 찬반 논리를 세워,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로 토론활동을 시행함.

인성교육

안전교육

세계시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1학기] 자신이 좋아하는 영시발표를 통해 문학 감수성을 높이며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타인의 발표를 듣
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보고 자신이 실제 어
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토의해 보며 봉사하는 삶의 가치를 배움.
[2학기] 유전자변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1학기] 여행단원과 관련하여 해외여행 시 비행기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함.
[2학기] 세계의 교통안전표지판 이해에 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함.
[1학기] 다문화사회에 대한 글을 읽고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보며 세계시민역량을 함양하고,
공정여행에 관한 다양한 기사 및 뉴스를 보고 여행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정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
며 세계시민역량을 기름.
[2학기] 인권에 대한 다양한 기사 및 뉴스를 보고 인권유린에 대한 사례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의를 통해
세계시민역량을 함양함.
[1학기] 영어 소설을 통해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평화에 대해 고민해봄.
[2학기] 영화인문학 수업을 통해 영화를 통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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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심화영어작문/심화영어회화Ⅱ/영어권문화Ⅰ(영어과), 심화영어회화Ⅰ/심화영어독해Ⅱ(러∙ 일∙ 프∙ 중어과)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비전/핵심역량/전략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감·성장·도전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융합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
한 배려,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
천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1. 자율적이며 비판적 사고력을 통한 통찰력
2. 다양한 텍스트를 이용한 의사소통능력
3.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한 집단지성 창출력
4.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문화적 소양 능력
5. 배움의 즐거움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1.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읽기- 사고- 쓰기- 발표- 토론- 사고재정립’ 과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 심화 적용
2.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도모
3. 협동·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을 통해 집단지성 구현
4.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Content- based Learning : 영어를 활용하여 사회과학,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 자체를 학습하
는 것을 목표로 함. ‘독해- 토론- 작문- 발표- 자기평가- 동료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 주
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도모
2. 소집단 협동학습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학생들 모두가 leader이면서 follower가 되면서 전문가로서 지식
을 나누도록 준비하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학생 탐구활동
[2학기]
1. Critical Reading : 인문사회과학 원전 발췌독 및 영미단편, 영미시 강독을 통해 비판적 읽기 능력을 향상
하며, 고급영어구사에 필요한 지식 함양
2. 조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의 구성원과 협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창조적으로 제시
[지필평가]
1.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이해력 측정하고, 영어의 읽기영역을 비롯해 듣기, 말하기 및 쓰기
의 심화된 영역의 통합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2. 텍스트를 읽고 주제를 요약, 분석하여 작문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행평가]
1. 영어소논문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제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전개하는 능력 측정
2. 매 수업 시간의 활동지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수업 참여도 및 이해도, 교과학습 향상의 정도를 측정
3. 다양한 분야의 관한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1학기] Kate Chopin의 “Desireé’s Baby”를 원어로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어독서
비평문을 작성함. 또한 공리주의, 게임이론, 정의론 등을 다룬 사회과학 원전을 읽고 모둠별 토론 진행
[2학기] 어슐러 르 귄, 랭스턴 휴즈 등 영미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작품의 배경, 주제 플롯 등에 대해 토론
[1학기]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 및 영미권의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정의와 관련한 여러 하위 주제들에 대해 토
론하며 공감, 배려, 정의 등의 가치 함양하고, 존 롤스의 ‘평등옹호’ 원문을 읽고 공정한 부의 분배에
대해 논의해봄.
[2학기] 페미니즘, 인종 차별 등을 주제로 한 영미시를 읽고 작품 속 화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제의 근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모색함.
[1학기] 국내외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영어로 작문하고 선박 탑승 시 주의할 점을 공익
광고로 제작하여 발표함.
[2학기] 미국 학교현장의 총기난사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각기 다른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대조
하는 작문을 함.

세계시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1학기] 영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인종차별, 여성문제에 대한 주제의식을 발전시켜 우리의 삶에서 인종, 성
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발표하고 실천 사례
공유하기
[2학기] 국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찾고 모둠원들과 가상의 국제기구를 기획하여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
는 방안을 탐구함.
[1학기] 영어토론/에세이/영미단편소설연구/인문사회원서독해 학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학생의 자신
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TED SAWL

시행 목적
스피치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익히고 TED강연식의 public speaking을 하며 대중
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컨텐츠와 스피치 매너를 함양함.

영어뮤지컬
UCC 대회

뮤지컬 대본을 영어로 작성하고 연기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동
시에 함양함.

8월

영어
창의논술포럼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에세이를 다양하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쓸 수있음.

12월

영어포트폴리오
대회

다양한 주제의 긴 글을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논리적 구조와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관련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록함.

수시

영어비평바깔로
레아

현상을 바라보는 비판의식과 창의적인 글 구성력 고취

11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설득적 표현능력 함양

7월

영문학 작품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설득력 있는 의견 표현 능력 신장

7월

비판적 논리력과 영어 전문성 신장

10월

수업시간에 다룬 다양한 뉴스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비판
력과 통찰력 함양

11월

고난도 어휘 능력을 심화하여 고급 독해 능력을 신장

5월

다양한 분야의 영어지문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심화 학습을 유도

6월

다양한 주제의 담화와 시사뉴스를 통한 듣기실력 신장

6월

영어비평문
포트폴리오

Argumentative Current Issues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조적,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

5월

영어뉴스제작보
도대회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뉴스와 연계하여 직접 뉴스를 만들어보고 통찰력과 표현력을
신장

8월 외국어주간

글로벌창의인성
탐구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비판적 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창
의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함.

6월
(3학년)

영어어휘어법
올림피아드

고급 어휘, 문맥 속의 다양한 어휘의 용례의 정확한 쓰임 및 문법을 익힘으로써 어
휘력 향상을 도모

5월

영어독서논술

자기주도적인 원서 읽기 활동 습관 정착 및 비평적 에세이 작성 능력 향상

6월

영미언어문화
컨퍼런스
영문학심층포럼
영어토론대회
심층영어시사탐
구대회
영어어휘능력
올림피아드
고급영어독해능
력 올림피아드
고급영어청취능력
올림피아드

영어사회과학에세
현상을 바라보는 비판의식, 논리적 글쓰기 능력 향상
이대회
영어심층리서치
영어주제탐구
포트폴리오

시행시기(월)
11월

6월

관심주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향상 및 논리적 글쓰
기 능력 함양

6월

수업 주제와 관련한 개별, 모둠별 조사, 분석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신장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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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 교육과정
1학년-국어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국어를 활용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 및 세계를 이해하며, 다양한 국어 활동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향유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고와 효과적인 소통, 발전적인 문화 창조 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말이나 글에 책임
지는 태도를 지니고,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름.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1. 학생 참여형 수업(토의ㆍ토론)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공동체 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
2. ‘CORE형 배움 확장 수업(OTTP: One Topic Two Project :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을 주제로
‘한 학기 독서 프로젝트’ 및 ‘공독 R&D 프로젝트’ 실시)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양한 국어 문화 장르를 접하고 장르별 문식력을 학습하여 깊이 있는 국어 문화 향유 경험을
갖게 됨.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적 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함.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세계시민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CORE형 배움 확장 수업- OTTP: One Topic Two Project’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텍스트 내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문식력을 기른다.
2. 장르별 텍스트들의 이해 활동 뿐만 아니라 표현 활동을 통해 통합적 국어 능력을 기른다.
3.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규범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도모한다.
[2학기]
1.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고, 목적과 주제 및 의도 등 작문 상황을 고려한 장르별 작
문 활동을 펼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적 국어 능력을 기른다.
2. 학생의 자율적인 문학 탐구 경험 및 창작 활동을 통해 국어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필평가]
1. 다양한 텍스트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행평가]
1. 동일 논제에 대한 다른 관점들의 글을 읽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텍스트 생성 과정을 유추
하고, 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2.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모둠별 토의, 토론 과정을 거쳐 논제를 추출하고 해당 논제에 대해
확장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3.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을 읽고 논리적으로 비평하고 꾸준히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1학기]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을 주제로, ‘한 학기 독서 프로젝트’ 및 ‘공독 R&D 프로젝트’ 실시하여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한다.
[2학기]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로 독서 프로젝트’ 실시하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한다.
[1학기] 토의 토론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수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함.
[2학기] 연극 대본 공독과 시연 등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함.
[1학기]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학교 생활 속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언어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논의하여 윤리적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익힘.
[2학기] 언어폭력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심정을 이해하는 공감적 말하기 듣기 활동을 통해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윤리적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공감 능력 향상
을 도모함.
[1학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사례를 함께 읽은 후 언어를 통한 성폭력의 해악에 대해 이해함으로
써 성폭력을 예방함.
[2학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읽고, 이를 비판하며 성폭력의 범주를 파악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1학기] 고전 작품을 공독하고 모둠별 발표를 통해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세계시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민 역량을 함양함.
[2학기]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
여 미래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지성인의 역량을 함양함.
[1학기] 다양한 텍스트를 장르별로 분석하고, 한국 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탐구하며, 수업시간 프
로젝트 활동을 교내 토론 대회와 연계하여 운영함.
[2학기] 다양한 예문을 바탕으로 문법 규칙을 적용하고 심화 탐구하며,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문학 창작 대회 등
을 통해 실제 문학 창작 활동의 기회를 경험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토론대회
솔문학상
국어창의탐구
논술대회

시행 목적

시행시기( 월)

미리 제시된 논제를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종합
적으로 측정하여 비판력과 사고력 향상을 꾀함.
다양한 문학 갈래 창작을 통하여 창의력과 지구력을 증진함.
독서를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높은 수준의 국어 표현 능력을 기름.

7
8
5-6월

수학 교과 교육과정
1학년-수학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수학의 지식과 기능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경제ㆍ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며,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
합 인재 육성
1. 문제 해결, 추론, 창의ㆍ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
2.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함양
1.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도모
2.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3.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문제 해결력과 심미적 소양 함양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설명식 교수,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 협력 학습,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 등을 적절히 선택
하여 적용
2.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하고 검증 및 반성하
는 단계를 거치도록 함
3. 창의ㆍ융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
제를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
[2학기]
1.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수학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하
는 활동을 함
2.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게 함
3.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실 내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거나 수준별 학급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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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향

독서토론

인성교육

안전교육

세계시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함
[지필평가]
1.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
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선택형, 단답형, 서�논술형 등의 다양한 문항 형태를 활용
2.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
[수행평가]
1. 학습활동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수학 학습 수행과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 내용 이해와
수학 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
2. 서ㆍ논술형 평가는 수학 학습을 토대로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 창의�
융합,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할 때 활용
[1학기] 수학사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함.
[2학기] 수학사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함.
[1학기] 도형의 방정식의 단원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도형의 관계를 이해하며 각 도형의 특징을 파악과 더불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ㆍ분석해보고 다문화 사회에 윤리적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공감과 소통 역
량의 함양을 도모함.
[2학기] 집합과 명제 단원의 집합사이의 포함관계를 학습하면서 사회의 여러 단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보
고 이에 토론을 전개하여 윤리적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 역량의 함양을 도모함.
[1학기]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교통시스템 제어에 쓰이는 방정식을 탐구, 빗길에서의 제동거리 탐구를 통해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함.
[2학기] 함수단원의 학습과정에서 교통사고와 날씨, 시간과의 함수관계를 파악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을
2회 실시함.
[1학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서 경제발전 극대화에 따른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져야 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함.
[2학기] 다양한 함수의 학습을 통하여 미래 환경과 에너지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한 예측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환경,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함.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을 함.
[2학기] 방과후 교육활동과 나눔교육활동을 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행 목적

수학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이해와 정착,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태도를
수
학
경
시
대
회
기르고, 수학교과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
여
창
의
적
사
고
력
대
회 수학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알아보
며, 대회를 통하여 중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
융
합
수
학
보
고
서
활
동 탐구�체험 중심 수학 활동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 및 창의성 신장과 융합형 주
제 설정으로 수학과 사회 교과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
수학을 소재로 한 UCC를 학생 스스로 제작하여 수학과 기술, 문화, 예술 등 다
수
학
U
C
C
활
동
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한 창의적 표현 기회의 제공
수학창의력대회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과 연계된 창의력 신장.
통계및자료
통계적 사고 및 태도 향상
분석대회
해밀멘토링활동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수학기초 디딤돌 활동.
전공어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포스터활동
세계시민의식 고취.
수학올림피아드대회 수학교과에 대한 관심과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창의적사고력 대회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과 연계된 창의력 신장
시사이슈 기사 내용
사회 현상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학적 분석력 신장
수학적 분석

시행시기(월)
7(1학년)
12(1학년)
5
5
5(2학년)
12(2학년)
연중
12
5(3학년)
5(3학년)
6

한국사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토대로 둔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비전
핵심
역량

1. 역사 사실에 대한 이해, 자료 분석, 해석을 통한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2.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과 정체성

전략

1. 모둠별 토의ㆍ토론 수업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도모
2. 질문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를 유도
3.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문제 해결력과 심미적 소양 함양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 지식 습득과 이해를 넘어 미래사회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한국사와 관련된 개념에 이해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접목한다.
[2학기]
1. 학생들의 다양한 주제 및 사례발표를 통해 자율적 탐구 기회 및 경험을 제공한다.
2. 토의토론, 글쓰기 등 학생 주도적 수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생 활동을 진로와 연계한다.
[지필평가]
1. 한국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키운다.
2. 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과 이해도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내면화 한다.
[수행평가]
1. 한국사 문화재와 관련한 우리문화재 알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심도 탐구능력을 기른다.
2. 자신이 읽은 역사도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1학기] 전근대사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로 서평쓰기를 시행함.
[2학기] 근ㆍ현대사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로 서평쓰기를 시행함.

[1학기] 수원화성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수원화성 축조과정에서 드러난 정조의 효심, 리더십, 위민정신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원화성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논의함.
인성교육 [2학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우
당 이회영과 친일파의 삶을 비교해보고 이에 토론을 전개하여 윤리적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 역량
의 함양을 도모함.
[1학기] 고대 여성 차별 사회 속에서 진취적인 삶을 개척한 여성’을 주제로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임진왜란, 병자
호란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와 그 영향으로 변화된 조선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화
세계시민
가 공존한 가운데 평등한 인권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토의함.
교육
[2학기] 일제 강점이 일본인의 수탈과 통치 체제를 살펴보면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저항 내용을 포스터
로 제작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기름.
[1학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
력 사례와 비교하고, 또한 병자호란 이후 ‘환향녀’의 의미를 통해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상황을 살펴보
성폭력예방
고, 이후 성폭력 예방 및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과 연결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봄.
교육
[2학기] 현대사회의 발전과 그 속에 숨은 여성인권의 차별적 모습을 탐구하면서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의
차별과 연결지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함.
방과후
프로그램

[2학기] 미술작품을 통해 역사적 주요사건을 살펴보면서 관련된 주제를 심화 탐구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행 목적

시행시기(월)

수원화성
그림문자제작대회

수원화성 현장체험학습 이후 수원화성의 이미지를 주제로 모둠별로 그림문자를
제작하여 체험활동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내면화함.

5

우리문화재
바로알기대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적 소양을 기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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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비전/핵심역량/전략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성을 토대로 공동체의 구성원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의식과 관
용, 문제해결 역량을 지닌 인재 육성
1.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일상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2.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 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적 역량, 통합적 사고력
1. 다양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몰입도 제고
2. 관찰, 조사, 분석, 해석, 탐구와 성찰, 토의와 토론, 논술, 프로젝트 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 경험 및 참여 중
심의 활동 전개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수업 중 독서 활동을 통해 개념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도를 기른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협력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2학기]
1. 모둠별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과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2.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통합사회와 관련한 논술 주제를 선정하여, 교과시간에 토의,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지필평가]
1. 사실적 지식의 습득 및 이해 여부, 사회ㆍ문화 현상에 대한 개념과 일반화의 습득 여부에 중점을 둔다.
2. 단순한 사실이나 단편적 지식의 암기의 측정에 국한하지 않고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 및 지식과 정보의 획득
과정과 활용 능력도 평가하도록 한다.
[수행평가]
1. 행복, 정의와 관련한 독서 활동을 실시한 후 독서비평문을 작성한다.
2.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 있는 평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3.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인간 삶의 모습을 예측하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 활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1학기] 행복 관련 도서를 읽고 토의, 토론 수업을 전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서비평문을 작성한다.
[2학기] 정의 관련 도서를 읽고 토의, 토론 수업을 전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서비평문을 작성한다.
[1학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인권 감수성 함양을 도모함.
[2학기]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함양함.

성교육

세계시민
교육

[1학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산업 발달에 따른 성 역할의 변화와 성 차별적 고정관념, 보편적 인권의 측면
에서 성차별이 지닌 문제점 등의 주제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2회 실시함.
[2학기]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적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성 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1회 실시함.
[1학기] ‘삶의 이해와 환경- 생활공간’과 관련하여 세계 기후 문제와 이에 관한 협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합
적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바사크의 제 3세대 인권 개념과 연계하여 세계 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 발표한 후 토의한다.
[2학기] 세계화와 관련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토의, 토론을 통해 이의 해
결 방안을 모색한다.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회과학
독서올림피아드
대회
미래사회 리포트
미디어비평
활동
창업계획
보고서활동
모의법정
탐구활동
사회과
독서포트폴리오
비교문화
탐구활동
국제경제
탐구활동
정책제안
보고서활동

시행 목적

시행시기(월)

학기 초에 공지한 도서를 대상으로 독서한 후 책 내용과 관련된 평가를 통해 학생들
의 학업 역량을 함양

7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의 모습의 변화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
협동학습 능력과 함께 매체간 비교 분석, 메타 분석을 통해 분석적이고 비판적 사고
를 가진 시민적 자질 함양
창업 및 모의경영을 통해 분석적이고 창의적 사고 함양

11
3~11
3~11

협동학습 능력과 함께 모의 재판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을 통해 법적 사고력과 실생활
에 적용되고 있는 법리 이해 능력 함양
다양한 사회과 관련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을 통해 인문사회적 역량을
함양
지역,국가,민족별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찰적 역량을 함양
국내외 경제 현상에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여 경제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력을 함양
모의 입법 및 정책제안을 통해 인문사회적 역량, 비판적 사고, 정치적 식견, 창의적
사고 증진

3~11
3~11
3~11
3~11
3~11

한국지리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국토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주체적 인재 육성

핵심
역량

1.
2.
1.
2.
3.

전략

Ⅱ

우리 국토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활용 능력
우리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문화경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심미적 역량 강화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자기주도 역량 강화
지리개념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여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 강화

비전 실현 로드맵

정규수업

[1학기]
1. 인지적 지리 지식을 넘어 지리적 상상력과 지리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2. 교실을 넘어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2학기] 학기 이수로 1학기와 동일

평가방향

[지필평가]
1.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항으로 지식의 구성을 평가하고, 통합적으로 국토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2.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를 실시한다.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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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세계시민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1. 지역을 조사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축제 등을 지리적 해석을 통해 발표한다.
2.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지리적 내용을 지리적 안목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설, 수필 등에서 나타난 지리적 현상을 분석하여 교과서와 연계하여 분석적 글쓰기를 시행함.
‘지역 격차 및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학습하면서 우리 국토에 나타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차
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에서 우리 주변의 시설 및 환경이 자연재해(태풍, 대설, 폭우, 폭염 등)시
위험한 지역을 조사하고,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조사하여 지도화 하는 수업을 진행함.
성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예방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
고, 내가 사는 지역 주변의 성범죄 우범지역을 지도화 및 공유하는 수업을 진행함.
과거와 현재의 국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에 대한 수업에서 지도를 통해 유럽 및 중국이 자문화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문제와 제3세계 국가들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지도 제작방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균형 있
는 관점을 함양함.
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리 개념과 원리를 탐구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리
올림피아드
마을 탐구
프로젝트

시행 목적
우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세계 각 지역의 지형형성과정과 기후현상의 원리
를 이해하고, 세계의 문화와 축제 등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제(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소리, 우리지역의 위험지역, 우리지
역의 맛집 등)를 잘 표현하는 지도를 제작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자료 제작 프로젝트

시행시기(월)
11
10

과학 교과 교육과정 (통합과학)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 수원외고 ‘통합과학’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배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민주시
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과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민
주시민으로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 자연 현상과 인류 사회 문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으로부터 자연과 사회,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
해하고, 함께 공감�
성장�
도전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결과보다는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배움 중심 수업이다.

비전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
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
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 자연 현상 및 일상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학습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학습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4차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 및 사회와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자연 현상과 현대 인류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
2. 협력학습의 소중함을 깨닫고 동료와 함께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활동으로 배움에서 나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세계시민교
육

성교육

눔으로 이어지는 가치를 실천한다.
[2학기]
1. 자연 현상과 사회 문제,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공감∙ 성장∙ 도전하는 활동들을 통하
여 결과보다는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
2.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의 과학적 소양은 인문학적 상상력에 과학적 창의력을 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지필평가]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 작용, 변화와 다양성 및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핵심 개념들(Big Ideas)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
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수행평가]
1. 논술평가 :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
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과학적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사고력, 세계관 및 자연관, 과학의 지식과 방법,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추리 과정과 논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
2. 실험평가 :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실험 활동으로 측정, 결과 분석, 해석, 결론 도출, 평가를 통해 새로
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학적 탐구 능력과 과학 지식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함양하도록 한다.
3. 탐구발표 : 과학 독서를 바탕으로 지식, 개념, 현상 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및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결
과를 발표자료 없이 독창적인 소품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인상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
다.
[1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를 읽고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고
그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2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를 읽고 과학독서 찬반토론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1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자연 현상과 사회 문제,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협
력학습의 소중함을 깨닫고 동료와 함께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활동으로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가치를 실천한다.
[2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조정하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1학기]
실험 기구의 사용 방법,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시
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험 후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야외 탐구 활동 학습 시에는
사전 답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2학기]
실험 기구의 사용 방법,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험 후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1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와 관련 있는 과학적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 내고 활용하며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 및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과학과 인문학의
융복합적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2학기]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관련 과학독서와 주제 탐구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과
학과 인문학의 융복합적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1학기] 과학사 탐구 과정에서 성역할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2학기] 생명체와 생물의 다양성 교육으로 생명의 고귀함과 올바른 성윤리 의식이 함양되도록 한다.

Ⅷ. 연구자료 - 연구과제 Ⅰ 23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우주와 물질의
기원에 대한 탐구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소재
상상 프로젝트

시행 목적 (간단히 작성)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과학과 사회 문제들과 관측 증거를 탐구
하여 과학의 발전 과정을 공유하고 내면화함

시행시기(월)
3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신소재를 탐구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자연모방 신소재를 소개하는 과학적 창의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함양

5

함
생물 다양성 보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여러 국제 협약을 탐구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생활
방안 프로젝트 속 실천 카드를 작성하여 내면화함
발명탐구대회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및 창의력 계발에 기여

6
8

음악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
핵심
역량

비전/핵심역량/전략
음악의 생활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재 육성
1. 심미적 감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
2.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1. 학생의 수준에 따른 악기 지도
2.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음악적 자질을 함양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생활화 함.
3.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배움 중심 활동
수업이 되도록 지도
4. 다양한 음악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음악활동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제시
5. 모둠별 표현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비전 실현 로드맵
[학기 집중이수(3시간)]
�체험을 통한 배움중심의 음악
�기악실기 - 1인1악기 습득
�다양한 문화의 음악 및 시대별 음악의 체험 – 뮤지컬 및 서양 음악사, 지구촌 음악
�함께 만드는 음악 – 판소리 창작 및 발표
1. 평가 상황, 방법, 기준을 미리 안내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준거로 하여 각 평가
요소들을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3.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회되도록 함.
여러 시대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시대별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대한 탐구활동
[독서활동] 서양음악사 및 작품에 관련 책을 읽고 토론 및 발표활동
함께 만드는 음악 - 판소리 창작 및 발표

안전교육 재난 안전에 관련하여 수업하고 안전송 만들기 수업을 실시함.
�인권 : 각 나라 노래 배우기
세계시민교 �지구와 나 : 저작권법의 이해 및 토론
육
�인권 : 각 나라의 음악의 특징을 알고 우리
�음악과 비교 감상하기

미술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비전/핵심역량/전략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
1. 자신의 내면과 주변 환경을 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역량
2. 미적 감수성을 배양하여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
3.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다면적인 가치를 깨닫고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1. 색채에 대한 감각을 키워 보다 높은 시각적 안목을 함양
2. 입체조형 수업을 통해 종합적 사고관을 지닌 글로벌 통합인식 함양
3. 미적체험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 도모
4. 미적창조활동을 실천하고, 고급문화를 향유하며, 미적 가치를 일상과 삶에 적용하는 삶을 실천하게 도모
5. 실질적인 공동 개선 공동 미술창작 활동을 통해 팀웍을 중시하고 상호 협력의 태도를 향상시킴
6. 다양한 교내 미술관련 대회 등의 미적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창조활동능력과 예술적 소양을 키움
7. 교내 환경개선 작업을 참여해 개인의 미적 성취감을 유발함

비전 실현 로드맵
1.환경, 인간, 그리고 미술
⚫ 미적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자연과 환경 속에서의 인간의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를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창의적 표현의 실천
⚫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숨겨진 미술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고차원적인 색채감각과 디자인 감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색채의 인식 및 표현능력을 신장시켜 개인의 미적 역량을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실천하는 미적 창조활동을 알려주고 사회 속에서 미적 삶의 가치를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미술문화의 관조적 감상능력 배양과 창의적 표현
⚫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키워 세계 속에 문화를 고차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언어와 문자텍스
트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통화 현대의 조화를 이해하여 국가적 과제인 한국 미술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새로운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현대 디자인과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대인으로서의 디자인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행평가]
1. 색채학의 이해와 선을 이용한 2차원의 3차원적 해석을 목표로 한다.
2. 입체조형 제작을 통해 우뇌발달을 꾀하고 종합적 사고관을 신장시킨다.
3.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의견으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태미술, 공공미술, 자연미술, 대지미술, 상업미술, 환경디자인 작가 작품 탐구
[독서활동] 훈데르트 바서 / 안토니 가우디 / 뱅크시 / 제프쿤스 / 앤디워홀과 바스키아 관련 책
[독후활동] 작가의 삶과 작품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조별 발표 및 토론활동
비주얼 싱킹 (손가락 철학을 통한 ‘나와 타자’와의 관계성과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재고와 양성평등
및 세계시민에 관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내 학교 안전 픽토그램 제작

안전교육
세계시민
세계시민의식 함양 피켓 제작
교육
방과후
언론, 정보 미디어 방면 그래픽 디자인 수업 (웹기반 사회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운용능력 함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미술봉사활동 (우리지역 환경 살리기 벽화봉사 프로그램)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행 목적
‘나, 아름다움과
다양한 주제의 미술활동을 통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자기주도적 미술활동
만나다’ 대회

시행시기(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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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핵심역량/전략

비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

핵심
역량

1.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2.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3.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집단의 목표를 달성

전략

1.
2.
3.
4.
5.

스포츠모형 수업을 통해 체·지·덕을 이룰 수 있는 스포츠 전 과정의 경험 제공
‘개인운동- 단체운동- 여가운동’의 학년별 단계를 통한 평생스포츠 참여로의 유도
다양한 교내 체육관련 대회 등의 스포츠 경험을 통하여 스포츠문화를 익히고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키움
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을 통해 개인 체력 향상 및 관리 독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팀의 목표를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는 태도의 육성

Ⅱ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정규수업

1. 스포츠 정신문화 – 스포츠 윤리, 스포츠의 예술성 탐색과 감상
2. 스포츠 경기문화 – 스포츠 경기 용어와 규칙, 스포츠 경기의 진행 절차와 운영
[2학기] 스포츠 축제문화 – 스포츠 행사의 유형와 기능, 스포츠 축제 관련 미디어와 산업
1. 교과학습 평가는 수행평가(논술형 포함) 100%로 실시하고, 목표지향 평가방식을
택하며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한다.

평가방향

2.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학기 초에 전달하며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3. 개인 및 단체운동을 통한 심동적 영역, 체력 및 운동 실천의 인지적 영역, 운동과 건강 생활에 대한 정의적 영

역을 평가한다.
글로리 로드를 보고 스포츠 안에서의 인종 차별에 대해 토론하기
[1학기] 농구를 통하여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는 협력을 배움
인성교육 [2학기] 배드민턴 경기를 통하여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심판 판결에 대한 인정과 상대선수에 대한 존중을 배
움
[1학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염좌, 촬과상)
안전교육
[2학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골절, 근육경직)
성폭력예방 [1학기]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
[2학기] 성폭력 발생원인과 조직문화
교육
세계시민 [1학기] 신체활동 중 발생하는 성별/체력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2학기] 경기 중 상대선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움
교육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연중)
프로그램
독서교육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배드민턴 대회

시행 목적
교과활동으로 배운 내용을 학년, 학교 단위의 대회를 통해 실제 경기에 적용

시행시기(월)
12월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
Ⅰ
비전
핵심
역량
전략

비전/핵심역량/전략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4차 산업사회에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융합하고,
이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춘 인재육성
1. 노후까지의 생활 설계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과 자립능력
2.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 활용능력과 기술 시스템 설계능력
1. 모둠별 수업으로 배려와 협동심 향상 도모
2. 스스로 기획, 설계, 제작하는 건설 기술 프로젝트 수업과정으로 공학적 문제 해결
3. 발명 아이디어 발상 수업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함양

Ⅱ

정규수업

평가방향

독서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세계시민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비전 실현 로드맵
[1학기]
1. 기술혁신과 발명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발명과 표준에 관련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기술적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주거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평면을 구상하고 설계, 모형제작을 하며 친환경 요소, 미
래 기술의 요소, 배려와 나눔의 요소를 포함한다.
[2학기]
1. 연료전지 자동차 제작을 하며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한다.
2. 가족 구성원을 배려하는 식단을 작성하고 상차림하기, 관련 직업 탐색하기 등 학생활동중심 의 수업으로 학교
생
활기록부의 기록과 연계한다.
[지필평가]
1. 기술혁신의 기초개념과 원리 등에 중점을 두며 창의공학설계를 이해하고 미래기술 변화를 예측한다.
2. 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과 이해도를 높이고 핵심역량을 내면화한다.
[수행평가]
1. 발명기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창의적 설계, 표현, 발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발명 아이디
어 발상 활동을 실시한다.
2. 준비, 과정 및 결과를 중요시하여 학생이 스스로 기획, 설계,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중심으로 실생활과 연계
하여 주거 계획 제작에서 실시한다.
3. 행복하고 자립적인 노후생활의 조건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종합하여 실시하며 미래생활의 방향을 예측하고
계획한다.
[1학기] 기술의 발달과정에 대한 도서를 읽고 수업 중 정리, 토론을 전개하여 미래역량증대
[2학기] ‘사랑과 결혼’ 관련 도서를 읽고 수업 중 토론을 전개하며 서평쓰기를 시행함.
[1학기] ‘사랑과 결혼’ 학습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 분석ㆍ발표해
보고 실천방법을 도모함.
[2학기] ‘부모됨과 자녀돌봄’ 학습을 통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
해
보고 지성인으로서 기본 성품과 역량의 함양을 도모함.
[1학기] ‘환경과 건설기술’ 학습과정에서 건물에서의 피난계획, 뉴스에서 보도되는 현장의 사고 및 시설물의 화
재
등에서 안전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습관교육을 2회 실시함.
[2학기]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학습과정에서 직업 유형별 안전실태 파악 및 대책수립에 관한 모둠활동, 탄산
음
료의 성분분석 실습과 함께 식품안전교육을 2회 실시함.
[1학기] ‘사랑과 결혼’ 학습을 통해 성적 주체로서의 나, 성적 의사 결정훈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2학기] ‘부모됨과 자녀돌봄’ 학습을 통해 임신과 피임에 대한 교육 실시함.
[1학기] ‘기술혁신과 설계’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물건 찾기·아이디어 구상 과정을 생명의
존엄과 연결 지어 실시하여 세계 시민성을 기름
[2학기] ‘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혁신·적정 기술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세계 시민성 기르기
[1학기] 아프리카는 일교차가 매우 심하며 털모자는 아기의 체온을 2℃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신생아의 사
망을 70%까지 낮출 수 있다. 아프리카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털모자를 떠서 사랑 전하기
[2학기] 블렄, 기술의 원리를 활용하여 로봇 제작하기

교과 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스톱모션 제작대회

시행 목적
스톱모션 제작 과정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배려심함양

시행시기(월)
1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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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

국제교육부

< 2018학년도 1학기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예시( 발췌) >

2018학년도 1학기 ( 1 )학년

학

(전공기초일본어)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년

1

담당학급

5

담당교사

신○자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교과진도 운영계획

(수업브랜드:
내

용

4차혁명시대와 세계시민교육 )

1 3/1 - 3/2
인권 :

· 국제 여성의 날(3/8)

2 3/5 - 3/9 ·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3/15)

문자와 발음

토론을 진행 후 해결법을 모색함.

· 국제 모든 인권 침해의 진실에

3 3/12 - 3/16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3/24)

소개표현
만남 및 헤어짐

5 3/26 - 3/30

방문 및 감사

6 4/2 - 4/6

사양 및 권유
· 지구의 날(4/22)
· 국제 대지의 날(4/22)

8 4/16 - 4/20 ·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9 4/23 - 4/27

(4/28)

격려 및 칭찬
말 걸기 되뭍기
취미 · 취향

10 4/30 - 5/4

승낙 · 동의

11 5/7 - 5/11

장소 및 안내

12 5/14 - 5/18

· 세계 전자 통신과 정보
사회의 날 (5/17)

13 5/21 - 5/25 ·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존재 및 정정
감정 및 축하

다양성의 날(5/21)

14 5/28 - 6/1

의견제시 및 희망

15 6/4 - 6/8

형편· 사정

16 6/11 - 6/15

· 세계 난민의 날(6/20)

- 영상 시청
- 토론

4 3/19 - 3/23

7 4/9 - 4/13

세계의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금지 및 허가

17 6/18 - 6/22

상황설명 및 경험

18 6/25 - 6/29

가능 및 승낙표현

19 7/2 - 7/6

추측 및 전언
·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7/18)

20 7/9 - 7/13

의뢰 및 유감표현

21 7/16 - 7/20

연말 및 신년표현

- 그룹별 발표
환경:
- 현대산업사회와 지구환경, 인간의
생활환경, 심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 발표(조별활동)
-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조사하기
- 미래의 이상적인 환경을
한 장의 포스터로 표현하기
세계화:
-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하여 조사
- 조별로 장점과 단점 토론
- 진정한 ‘세계화’를 이용한 3행시
짓기

인권:
- 세계난민에 대한 인식하기
- 난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 토론

평화:
- 비 폭력운동에 대한 글 읽기
- 진정한 세계평화란?
- 세계평화를 위한 자신의 다짐
발표하기

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주

학

프랑스어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1-3

담당교사

최○경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성찰을 통한 도덕적 비판성

내

용

3/1 - 3/2

Bonjour, je m’appelle ÉRIC!

2

3/5 - 3/9

Bonjour, je m’appelle ÉRIC!

3

3/12 - 3/16

4

3/19 - 3/23

Ils sont très sympas!

5

3/26 - 3/30

Qu’est-ce que tu aimes?

6

4/2 - 4/6

Qu’est-ce que tu aimes?

7

4/9 - 4/13

C’est la rentrée!

날

1

담당학급

교과진도 운영계획

1

-국제 연합 프랑스어의

년

Ils sont très sympas!

갖추기 )

-프랑스어권 문화 이해:
퀴즈, 미니게임, 발표 등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의 교류 방향에 대해 토의

-환경:
-지구의 날
8

4/16 - 4/20

C’est la rentrée!

9

4/23 - 4/27

Félicitations!

10

4/30 - 5/4

Félicitations!

11

5/7 - 5/11

Où est le supermarché?

12

5/14 - 5/18

13

5/21 - 5/25

On va au restaurant?

14

5/28 - 6/1

On va au restaurant?

15

6/4 - 6/8

Maman, j’ai mal à la tête!

날씨와 관련하여 지구가 좋은 날씨와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 포스터 제작

16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

Où est le supermarché?

Maman, j’ai mal à la tête!

6/11 - 6/15

-세계난민의 날
17

6/18 - 6/22

Combien coûte cette jupe?

18

6/25 - 6/29

Combien coûte cette jupe?

19

7/2 - 7/6

Combien coûte cette jupe?

20

7/9 - 7/13

21

7/16 - 7/20

-모의유엔

Je vais voyager au Maroc.

-세계문화 이해: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
감상 후 의견 나누기

-프랑스 난민문제:
‘자기앞의 생’을 읽고 프랑스의 난
민 상황을 이해한 후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해 연구

-글로벌 이슈:
동시대의 글로벌 이슈 확인, 선정
후 조별 토론

Je vais voyager au Ma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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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주

학

프랑스어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담당학급

6

담당교사

최○경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성찰을 통한 도덕적 비판성

내

용

3/1 - 3/2

Bonjour, je m’appelle ÉRIC!

2

3/5 - 3/9

Bonjour, je m’appelle ÉRIC!

3

3/12 - 3/16

4

3/19 - 3/23

Ils sont très sympas!

5

3/26 - 3/30

Qu’est-ce que tu aimes?

6

4/2 - 4/6

Qu’est-ce que tu aimes?

7

4/9 - 4/13

C’est la rentrée!

날

1

교과진도 운영계획

1

-국제 연합 프랑스어의

년

Ils sont très sympas!

갖추기 )

-프랑스어권 문화 이해:
퀴즈, 미니게임, 발표 등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의 교류 방향에 대해 토의

-환경:
-지구의 날
8

4/16 - 4/20

C’est la rentrée!

9

4/23 - 4/27

Félicitations!

10

4/30 - 5/4

Félicitations!

11

5/7 - 5/11

Où est le supermarché?

12

5/14 - 5/18

13

5/21 - 5/25

On va au restaurant?

14

5/28 - 6/1

On va au restaurant?

15

6/4 - 6/8

Maman, j’ai mal à la tête!

날씨와 관련하여 지구가 좋은 날씨와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 포스터 제작

16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

Où est le supermarché?

Maman, j’ai mal à la tête!

6/11 - 6/15

-세계난민의 날
17

6/18 - 6/22

Combien coûte cette jupe?

18

6/25 - 6/29

Combien coûte cette jupe?

19

7/2 - 7/6

Combien coûte cette jupe?

20

7/9 - 7/13

21

7/16 - 7/20

-모의유엔

Je vais voyager au Maroc.
Je vais voyager au Maroc.

-세계문화 이해: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
감상 후 의견 나누기

-프랑스 난민문제:
‘자기앞의 생’을 읽고 프랑스의 난
민 상황을 이해한 후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해 연구

-글로벌 이슈:
동시대의 글로벌 이슈 확인, 선정
후 조별 토론

2018학년도 1학기 (2) 학년

학

(프랑스어독해 I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용

1

3/1 - 3/2

Les français, qui sont- ils?

2

3/5 - 3/9

Les français, qui sont- ils?

- 세계 여성의 날
3

3/12 - 3/16

- 국제 연합 프랑스어의

La vie scolaire

날
4

3/19 - 3/23

La vie scolaire

5

3/26 - 3/30

Les loisirs des Français

6

4/2 - 4/6

Les loisirs des Français

7

4/9 - 4/13

On communique

8

4/16 - 4/20

- 공정여행

On communique

-장애인의 날
9

4/23 - 4/27

I nformer ou s’informer

10

4/30 - 5/4

I nformer ou s’informer

11

5/7 - 5/11

국제교류

12

5/14 - 5/18

V ivre ensemble

13

5/21 - 5/25

V ivre ensemble

14

5/28 - 6/1

La publicité :interdire ou autoriser?

15

6/4 - 6/8

La publicité :interdire ou autoriser?

16

6/11 - 6/15

La publicité :interdire ou autoriser?

17

6/18 - 6/22

Mode d’emploi

18

6/25 - 6/29

Mode d’emploi

19

7/2 - 7/6

Les contes pour enfants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정보보호의 날
7/9 - 7/13

21

7/16 - 7/20

-유엔군 참전의 날

2-1~2-3

담당교사

이○운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 프랑스의 시민교육 )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
제기구 살펴보고 토론
- 프랑코포니 축제 행사 살펴보고
체험해보기
- 인권침해 상황의 간접체험

- 공정여행의 정의를 살펴보고 지구촌 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법 토론
- 장애체험해보기
- 프랑스의 복지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

-프랑스 성교육 정책 살펴보고 토론

-성폭력 예방교육

20

2

담당학급

교과진도 운영계획
내

년

Les contes pour enfants

-프랑스 환경교육 정책을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토론
-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 관련 영화
감상 후 토론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토론
- 관계개선의 중요성과 방법토론

Les contes pour e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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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 3 ) 학년

학

(중국어회화Ⅱ)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세계시민교육

년

담당학급

1~3, 7~8

담당교사

안○수, 임○애

교과진도 운영계획

네비게이터

내

1

3/1 - 3/2

假期过得好吗?

2

3/5 - 3/9

假期过得好吗?

3

3/12 - 3/16

4

3/19 - 3/23

5

3/26 - 3/30

6

4/2 - 4/6

好吃就多吃点儿!

7

4/9 - 4/13

我想办一个存折。

8

4/16 - 4/20

我想办一个存折。

9

4/23 - 4/27

용

3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더불어 사는 세상)

인권:
- 세계여성의 날
- 글로벌인권체험활동

我可是韩剧迷呢!
好吃就多吃点儿!

중국의 ‘부녀절’을 통해 나타난 한중
여성의 지위와 역할 비교 토론

好吃就多吃点儿!

这条裙子现在多少钱?

지구촌 환경:
한・중이 함께 해결하는 환경오염 문제연구

- 지구의 날
10

4/30 - 5/4

这条裙子现在多少钱?

11

5/7 - 5/11

你给她打手机吧。

12

5/14 - 5/18

你给她打手机吧。

13

5/21 - 5/25

你哪儿不舒服?

14

5/28 - 6/1

你哪儿不舒服?

- 세계 공정무역의 날

15

6/4 - 6/8

16

6/11 - 6/15

新上映的电影真不少!

17

6/18 - 6/22

祝你中秋节快乐!

18

6/25 - 6/29

祝你中秋节快乐!

19

7/2 - 7/6

- 세계난민의 날

新上映的电影真不少!

我想做贸易

공정무역: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다큐를 보고
공정무역의 실천 방안 나누기

배려 :
중국 소수민족 정책을 통한 다문화정책이해
환경:

- 세계환경의 날
20

7/9 - 7/13

我想做贸易

중국 도심의 ‘미세먼지’와 ‘황사’에 관해 조사하고

21

7/16 - 7/20

祝你一路平安!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2018학년도 1학기 ( 2 )학년

학

(심화영어독해II)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세계시민교육

기간

교과진도 운영계획
내

용

1

3/1 - 3/2

1. Finding the Light Switch

2

3/5 - 3/9

1. Finding the Light Switch

3

3/12 - 3/16

- 국제 모든 인권 침해의 1. Finding the Light Switch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

4

3/19 - 3/23

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5

3/26 - 3/30

2. Moving Towards Multiculturalism

6

4/2 - 4/6

2. Moving Towards Multiculturalism

7

4/9 - 4/13

2. Moving Towards Multiculturalism

8

4/16 - 4/20

2. Moving Towards Multiculturalism

9

4/23 - 4/27

10

4/30 - 5/4

3. Ways to Save the Earth

11

5/7 - 5/11

3. Ways to Save the Earth

12

5/14 - 5/18

3. Ways to Save the Earth

13

5/21 - 5/25

3. Ways to Save the Earth

- 세계 공정무역의 날

1. Finding the Light Switch

3. Ways to Save the Earth

14

5/28 - 6/1

15

6/4 - 6/8

4. Traveling on a Shoestring

16

6/11 - 6/15

4. Traveling on a Shoestring

17

6/18 - 6/22

4. Traveling on a Shoestring

18

6/25 - 6/29

- 세계인의 날

3. Ways to Save the Earth

- 국제 침략 희생 어린이 5. The Copy
의 날

19

7/2 - 7/6

2

담당학급

2-2

담당교사

박○희, 윤○주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네비게이터

- 지구의 날
-국제 대지의 날

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5. The Copy
날

20

7/9 - 7/13

5. The Copy

21

7/16 - 7/20

5. The Copy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의 과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모둠별론 토론

세계시민의 과제
에너지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모둠별
로 토론하고 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그 명암에 대해 모둠별 토론

문화 이해를 기반한 여행 설계
여행 산업에서의 공정여행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여행을 위한
방법을 공유 및 토의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
분쟁 문제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인권 침해와 인간 안보 파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에 대해
모둠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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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018학년도 1학기 (2) 학년
(심화영어작문)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교과진도 운영계획

세계시민교육
네비게이터

내

용

1

3/1 - 3/2

5.

Expressing opinions

2

3/5 - 3/9

5.

Expressing opinions

3

3/12 - 3/16

5.

Expressing opinions

4

3/19 - 3/23

5.

Expressing opinions

5

3/26 - 3/30

5.

Expressing opinions

6

4/2 - 4/6

6. Writing College Essays

7

4/9 - 4/13

6. Writing College Essays

8

4/16 - 4/20

9

4/23 - 4/27

6. Writing College Essays

10

4/30 - 5/4

7. Writing to Describe

11

5/7 - 5/11

7. Writing to Describe

12

5/14 - 5/18

7. Writing to Describe

13

5/21 - 5/25

7. Writing to Describe

14

5/28 - 6/1

8. Writing to Respond

15

6/4 - 6/8

8. Writing to Respond

16

6/11 - 6/15

17

6/18 - 6/22

18

6/25 - 6/29

1. From Paragraph to Essay

19

7/2 - 7/6

1. From Paragraph to Essay

20

7/9 - 7/13

21

7/16 - 7/20

보건의 날

문화의 날

세계인의 날

6. Writing College Essays

년

2

담당학급
담당교사

4-8
박○희, 윤○주,
전○경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소통을 위한 영어수업)

식품안전
: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품첨가물 사용 등의
사례와그것들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토의

세계 속의 우리 문화
:지역음식의 세계화에 관한 글을 읽고 ‘
지역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글쓰기

다문화교실 이해
: The skin that we speak을 읽고
다문화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차별과
교육 불균형에 관한 글쓰기 및 토론하기

1. From Paragraph to Essay

환경의 날

국민안전의 날

1. From Paragraph to Essay

1. From Paragraph to Essay
1. From Paragraph to Essay

재활용과 환경보전
: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에 관한
기사를 읽고 토론하기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기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글쓰기 및 토론하기

학

2018학년도 1학기 ( 3 ) 학년
(심화영어독해Ⅱ)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용

Course Introduction

2

3/5 - 3/9

다문화사회
(에세이 작성의 기본)

3

3/12 - 3/16

다문화사회
(literature reading)

4

3/19 - 3/23

날

다문화사회
(literature reading)

5

3/26 - 3/30

다문화사회
(literature reading & summary)

6

4/2 - 4/6

다문화사회
(영문기사 및 도표자료 조사)

7

4/9 - 4/13

다문화사회
(영문기사 및 도표자료 조사, 발표)

8

4/16 - 4/20

재활용
(영문기사 및 도표자료 조사1)

9

4/23 - 4/27

review for mid-term

10

4/30 - 5/4

11

5/7 - 5/11

재활용
(주제 모둠별 토론 및 정리1)

12

5/14 - 5/18

재활용
(주제 모둠별 토론 및 정리2)

13

5/21 - 5/25

재활용
(in-depth mini-research)

14

5/28 - 6/1

여행
(in-depth mini-research)

15

6/4 - 6/8

16

6/11 - 6/15

여행
(주제 관련 모둠 토론 및 발표2)

17

6/18 - 6/22

여행
(in-depth mini-research)

18

6/25 - 6/29

영미단편소설
(in-depth mini-research)

19

7/2 - 7/6

-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 세계 공정 무역의 날

재활용
(영문기사 및 도표자료 조사2)

여행
(주제 관련 모둠 토론 및 발표1)

review for mid-term

- 난민

담당교사

3
4-8
조○호, 차○현,
김○영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공감하는 인재, 세계와 소

내

3/1 - 3/2

-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담당학급

교과진도 운영계획

1

- 세계 여성의 날

년

20

7/9 - 7/13

영미단편소설
(in-depth mini-research)

21

7/16 - 7/20

영미단편소설
(in-depth mini-research)

통하는 인재)

인권, 다문화: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영미 단편 소설 “Desireé’s
Baby“를 읽고 관련 주제에 대해 모둠별
토론 및 여성, 인종 문제에 대한 에세이
작성

환경: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영문 기사 및
통계 자료를 읽고 환경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영어 포스터 및
에세이를 작성

경제정의:
공정 여행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글을 읽고 모둠별 토론

인권:
난민을 주인공을 다룬 영어권 문학 작품
의 일부를 발췌독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난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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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수학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1

담당학급

1 ~ 8

담당교사

이○범, 김○은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교과진도 운영계획

세계시민교육

년

(수업브랜드: 수학과 함께하는 세계화

네비게이터

내

1

3/1 - 3/2

다항식의 연산

2

3/5 - 3/9

다항식의 연산

3

3/12 - 3/16

용

프로젝트 )

세계화:
- 세계여성의 날
- 글로벌인권체험활동

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수학 교육의 세계화’를

복소수

주제로 학생 지원자를 사전 선발하여

4

3/19 - 3/23

5

3/26 - 3/30

6

4/2 - 4/6

이차함수

7

4/9 - 4/13

여러 가지 방정식

8

4/16 - 4/20

여러 가지 부등식

9

4/23 - 4/27

10

4/30 - 5/4

평면좌표

11

5/7 - 5/11

평면좌표

12

5/14 - 5/18

직선의 방정식

13

5/21 - 5/25

직선의 방정식

학급별로 2-3명 발표

14

5/28 - 6/1

15

6/4 - 6/8

16

6/11 - 6/15

17

6/18 - 6/22

18

6/25 - 6/29

19

7/2 - 7/6

20

7/9 - 7/13

21

7/16 - 7/20

이차방정식

- 장애인의 날

- 실종아동의 날
- 성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환경: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한 포스터 및 환경 지도 만들
기 활동을 함.

경제 정의:
도형이 경제활동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연구하고
탐구함.

평행이동
- 국제 넬슨만델라의 날
- 모의법정대회
- 모의유엔
- 토론대회
- 세계시민교육표어/
포스터공모전

대칭이동
도형의 방정식
형성평가
소집단활동
평가

인권:
‘실종아동’을 주제로 한 영화나 다큐
를 공유한 후, 실종 아동 찾는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공유

학

2018학년도 1학기 ( 2 ) 학년
(미적분I)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교과진도 운영계획

세계시민교육

내

1

3/1 - 3/2

수열의 수렴과 발산

2

3/5 - 3/9

극한값의 계산

3

3/12 - 3/16

등비수열의 극한값

4

3/19 - 3/23

급수의 수렴과 발산

5

3/26 - 3/30

용

등비급수, 등비급수의 활용

6

4/2 - 4/6

함수의 극한의 뜻, 함수의 극한의
성질

7

4/9 - 4/13

함수의 연속, 연속함수의 성질

8

4/16 - 4/20

9

4/23 - 4/27

도함수

10

4/30 - 5/4

도함수

11

5/7 - 5/11

12

5/14 - 5/18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

13

5/21 - 5/25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14

5/28 - 6/1

과학의 날, 지구의 날
계기교육

세계 환경의 날 계기교육
및 환경과 에너지 단원 속
에서 수학의 활용

2학년

담당학급

전학급(1반-8반)

담당교사

한○호, 김○정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네비게이터

세계 물의 날 및
기상의 날 계기교육

년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의미와 연속
성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수학적 고찰)

급수를 통한 유한한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 시점을 계산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물부족 국가로서 물의 중요성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물의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미적분이 현대 과학 발전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발전된 기술과
과학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토론한다.

RPM 정도 및 급출발 및 급제동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할 때 미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탐색하기

함수의 그래프

15

6/4 - 6/8

16

6/11 - 6/15

속도와 가속도

17

6/18 - 6/22

부정적분, 구분구적법

18

6/25 - 6/29

정적분, 정적분의 계산

19

7/2 - 7/6

넓이, 속도와 거리

20

7/9 - 7/13

미분계수와 도함수

21

7/16 - 7/20

적분법

방정식과 부등식에의 활용

평균변화율을 활용하여 근거리 이동시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시간격차 계산하기 이의 결과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동참 방안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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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한국사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세계시민교육
네비게이터

1반 ~ 8반

담당교사

이○자, 최○현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역사 속에서 만나는 인권)

내

용

3/1 - 3/2

우리나라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2

3/5 - 3/9

우리나라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3

3/12 - 3/16

우리나라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글로벌인권체험활동

1학년

담당학급

교과진도 운영계획

1

- 세계여성의 날

년

4

3/19 - 3/23

5

3/26 - 3/30

고대 국가의 발전

6

4/2 - 4/6

고대 국가의 발]전

7

4/9 - 4/13

고대 국가의 발전

8

4/16 - 4/20

고려의 성립과 발전

9

4/23 - 4/27

10

4/30 - 5/4

고려의 성립과 발전

11

5/7 - 5/11

고려의 성립과 발전

12

5/14 - 5/18

고려의 성립과 발전

13

5/21 - 5/25

고려의 성립과 발전

14

5/28 - 6/1

15

6/4 - 6/8

조선의 성립과 발전

16

6/11 - 6/15

조선의 성립과 발전

17

6/18 - 6/22

고대 국가의 발전

존중

인권:
‘고대 여성 차별 사회 속에서 진취적
인 삶을 개척한 여성’을 주제로 학생
지원자를 사전 선발하여 학급별로
2-3명 발표

18

6/25 - 6/29

19

7/2 - 7/6

20

7/9 - 7/13

21

7/16 - 7/20

- 장애인의 날

- 실종아동의 날
- 성폭력예방교육

- 국제 넬슨만델라의 날
- 모의법정대회
- 모의유엔
- 토론대회
- 세계시민교육표어/
포스터공모전

고려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인권:
전근대 장애인 제도와 정책을 통
해 오늘날 장애인 정책과 비교하
여 개선점 찾아보기

인권:
고려 말 사회에 대한 학습과 연계
하여 공녀로 끌려간 여인들에 대
한 사례를 통해 성폭력, 사회적 차
별 등이 주는 피해를 살펴보고,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기

인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인한
시아 각국의 교류와 그 영향으로
된 조선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한 문화가 공존한 가운데 평등한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의
갖추기

동아
변화
다양
인권
자세

학

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통합사회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세계시민교육
네비게이터

교과진도 운영계획

년

1

담당학급

1~8반

담당교사

이○미, 김○수, 강○혜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내

용

1

3/1 - 3/2

삶의 이해와 환경 - 행복

2

3/5 - 3/9

삶의 이해와 환경 - 행복

3

3/12 - 3/16

삶의 이해와 환경 - 행복

지구촌 따뜻한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여성 인권:
‘삶의 이해와 환경-행복’과 관련하여 구성원

- 세계여성의 날
- 글로벌인권체험활동

삶의 이해와 환경 - 자연환경

4

3/19 - 3/23

5

3/26 - 3/30

삶의 이해와 환경 - 자연환경

6

4/2 - 4/6

삶의 이해와 환경 - 자연환경

7

4/9 - 4/13

삶의 이해와 환경 - 생활공간

8

4/16 - 4/20

삶의 이해와 환경 - 생활공간

들의 행복을 위한 남녀 관계의 재정립
과 함께 세계 각 국의 여성 인권 현황
을 조사, 발표한 후 바람직한 방향을 토의함.

- 장애인의 날

삶의 이해와 환경 - 생활공간

9

4/23 - 4/27

10

4/30 - 5/4

삶의 이해와 환경 - 생활공간

11

5/7 - 5/11

인간과 공동체 - 인권

12

5/14 - 5/18

인간과 공동체 - 인권

13

5/21 - 5/25

인간과 공동체 - 인권

- 과학의 날

환경 윤리:
‘삶의 이해와 환경-생활공간’과 관련하
여 세계 기후 문제와 이에 관한 협약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통합적 대처 방안을 발표함.

아동 인권:
- 실종아동의 날
- 성폭력예방교육

인간과 공동체 - 인권

14

5/28 - 6/1

15

6/4 - 6/8

인간과 공동체 - 인권

16

6/11 - 6/15

인간과 공동체 - 시장

17

6/18 - 6/22

인간과 공동체 - 시장

18

6/25 - 6/29

바사크의 제 3세대 인권 개념과 연계
하여 세계 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 발표한
후 토의함.

- 6.10민주항쟁기념일

인간과 공동체 - 시장

‘인간과 공동체-시장’과 관련하여 정보 사유론

- 정보보호의 날
19

7/2 - 7/6

정보 윤리:

인간과 공동체 - 시장

정보 공유론의 문제를 기업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과 연결하여 토론함.

20

7/9 - 7/13

인간과 공동체 - 정의

21

7/16 - 7/20

인간과 공동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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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018학년도 1학기 ( 2 ) 학년
( 한국지리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세계시민교육

기간

네비게이터

용

1

3/1 - 3/2

국토의 인식과 국토 통일

2

3/5 - 3/9

국토의 인식과 국토 통일

3

3/12 - 3/16

4

3/19 - 3/23

지형 환경과 생태계

5

3/26 - 3/30

기후 환경의 변화

6

4/2 - 4/6

기후 환경의 변화

7

4/9 - 4/13

기후 환경의 변화

8

4/16 - 4/20

거주 공간의 변화

- 강을 위한 국제 행동

의 날

2

담당학급

5~8

담당교사

성○원

교과진도 운영계획
내

년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환경 감수성 프로젝트)

환경보전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국제 하천

지형 환경과 생태계

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하천의 오염
(파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발표 및
토론

환경
- 지구의 날
9

4/23 - 4/27

거주 공간의 변화

10

4/30 - 5/4

거주 공간의 변화

11

5/7 - 5/11

거주 공간의 변화

12

5/14 - 5/18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13

5/21 - 5/25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류의 거주환경
이 나빠지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고,
극복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 세계 환경의 날
14

5/28 - 6/1

- 세계 사막화와 가뭄과

지역 조사와 지리 정보 처리

의 투쟁의 날
15

6/4 - 6/8

다양한 우리 국토

16

6/11 - 6/15

다양한 우리 국토

17

6/18 - 6/22

다양한 우리 국토

18

6/25 - 6/29

다양한 우리 국토

19

7/2 - 7/6

20

7/9 - 7/13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21

7/16 7/20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7.11
세계 인구의 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전
생산과 소비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사례를 조사
하고 이를 극복하는 사례지역을
조사하여 발표

환경보전
열악한 환경으로 인간 거주가 어려운
지역을 찾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의 지역적 편중 문제
를 해결하는 정책 제안

학

2018학년도 1학기 ( 1 ) 학년
( 통합과학 ) 교과 세계시민교육 진도운영계획

주

기간

세계시민교육
네비게이터

교과진도 운영계획
내

용

1

3/1 - 3/2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2

3/5 - 3/9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3

3/12 - 3/16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년

1

담당학급

통합과학

담당교사

박○천, 이○준

세계시민교육 교과융합
(수업브랜드: 4차 산업혁명과 과학시민)

지구와 나:
- 식목일(4월5일)
- 보건의 날(4월7일)

4

3/19 - 3/23

5

3/26 - 3/30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6

4/2 - 4/6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7

4/9 - 4/13

자연의 구성 물질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과 인류 건강’을
주제로 학생 지원자를 사전 선발하여
학급별로 2-3명 발표

8

4/16 - 4/20

- 장애인의 날(4월20일)

자연의 구성 물질

- 과학의 날(4월21일)
9

4/23 - 4/27

자연의 구성 물질

10

4/30 - 5/4

자연의 구성 물질

11

5/7 - 5/11

화학 변화

12

5/14 - 5/18

화학 변화

13

5/21 - 5/25

- 식품 안전의 날

화학 변화

- 바다의 날(5월31일)
14

5/28 - 6/1

화학 변화

- 세계 환경의 날
15

6/4 - 6/8

16

6/11 - 6/15

생물 다양성과 유지

17

6/18 - 6/2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8

6/25 - 6/29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19

7/2 - 7/6

(6월5일)

- 정보 보호의 날

생물 다양성과 유지

자연의 구성 물질

(7월11일)
20

7/9 - 7/13

화학 변화

21

7/16 - 7/20

생물 다양성과 유지

과학과 인권:
‘장애극복’을 주제로 한 영화, 광고,
스토리 중 하나를 감상한 후,
생활 속 장애인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
제안

지구와 환경: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나 다큐를
공유한 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 공유
지구촌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구촌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및 토의 활동

정보보호 역량을 함양하고 정보보
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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