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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2 학기 (    중 등 반     ) 학습지도안 

 

2021/22  월별교육주제 주별교육주제 

2학기 

1월 토픽 II 4급  

1주 

(1일) 
새해 수업 없음 

2주 

(8일) 

2학기 개학 

토픽 II 4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2학기 오리엔테이션 

2. TOPIK II 합격레시피 154~163  

- 듣기 21~22, 25~26, 29~30 유형: 격식 대화 (공적 

대화, 최신 인터뷰, 직업 인터뷰 등)에서 사용하는 어휘, 

분위기 등에 익숙해지기 

3. TOPIK II 합격 레시피 170~175 

- 읽기 21~22 유형: 논설문/설명문에서 중심생각 

파악하기 

4. 사자성어/고사성어 

- 간담상조, 개과천선 

3주 

(15일) 

토픽 II 4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TOPIK II 합격레시피 164~169 

- 듣기 23~24, 27~28 유형: 공공 시설에서의 용무 관련 

대화, 화자의 의도와 내용 일치를 찾는 문항 (사회문제, 

정보 전달, 개인 고민 등 의견 및 의논이 포함된 듣기 

문제) 

2. TOPIK II 합격레시피 176~185 

- 읽기 25~27, 23~24 유형: 신문기사 제목, 개인적인 글  

3. 사자성어/고사성어 

- 견토지쟁, 결초보은 

4주 

(22일) 

토픽 II 4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TOPIK II 합격레시피 186~192 

- 읽기 28~31 유형: 문장 안에서 필요한 표현을 찾는 

문제 (정보 전달) 

2. TOPIK II 합격레시피 실전모의고사 26~43 

3. 사자성어/고사성어 

- 경국지색, 과유불급 

5주 

(29일) 
설날 

1. 설날과 관련된 이야기  

- 명절놀이 속 과학  

2. 세배 및 전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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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토픽 II 5급  

1주 

(5일) 

토픽 II 5급 

문화/역사 수업 

1. TOPIK II 합격레시피 194~200 

- 4급 실전모의고사 

2. TOPIK II 합격레시피 202~208 

- 듣기 31~34 유형 : 토론 및 강연 (찬성, 반대 표현 등 

주장하는 표현 알기) 

3. 남북국 시대 이후 (후삼국 시대) 

2주 

(12일) 

토픽 II 5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TOPIK II 합격레시피 209~214 

- 듣기 35~38 유형: 현장 연설 및 교양 프로그램의 듣기 

지문에 익숙해지기. 말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중심생각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2. TOPIK II 합격레시피 218~226 

- 읽기 32~38: 설명문, 정보글에서 중심생각 찾기 

3. 사자성어/고사성어 

- 권토중래, 기인지우(기우) 

3주 

(19일) 

토픽 II 5급 

문화/역사 수업 

1. TOPIK II 합격레시피 215~217 

- 듣기 39~40 유형: 대담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2. TOPIK II 합격레시피 227~230 

- 읽기 39~41 유형: 정보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순서 파악하기 (내용 이해 필요) 

3. 고려시대 초반 (건국 및 역사적 상황) 

4주 

(26일) 

토픽 II 5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TOPIK II 합격레시피 232~238 

- 5급 실전모의고사 듣기, 읽기 

- 바로 같이 답을 맞추어 보고, 틀린 문제 확인하기 

2. TOPIK II 쓰기 47  

- 문장을 활용해서 문단 및 글 구성하기 

- 구어와 문어의 차이 알기 

3. 사자성어/고사성어 

- 등용문, 망양지탄 

3월 토픽 II 6급  

1주 

(5일) 

토픽 II 6급 

문화/역사 수업 

1. TOPIK II 합격레시피 240~248 

- 읽기 42~45 유형: 등장인물의 생각, 심정 파악하기, 

설명문과 논설문에서 중심생각 집어내기 

2. TOPIK II 합격레시피 2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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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41~42, 45~46유형: 강연을 듣고 중심내용 및 

세부 내용 파악하기 

3. 고려시대 후기 (대표적인 인물 및 전반적인 국제정세) 

2주 

(12일) 

토픽 II 6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 TOPIK II 합격레시피 249~255 

- 읽기 46~50 유형: 정보글 및 논설문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고,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 찾아내기 

2. TOPIK II 합격레시피 263~268 

- 듣기 49~50, 47~48: 강연 및 대담에서 등장인물의 

태도나 심정 파악하기 

3. 사자성어/고사성어 

- 마부작침, 백면서생 

3주 

(19일) 

토픽 II 6급 

문화/역사 수업 

1. TOPIK II 합격레시피 269~272 

- 듣기 43~44 유형: 다큐멘터리 듣고 내용 파악하기 

2. TOPIK II 합격레시피 273~277 

- 쓰기 54번 유형: 원고지를 따로 준비하여 274의 

주제를 따라 글 쓰기 

- 개요 짜는 방법 알기 

3. 고려시대의 문화, 유적, 유물 

4주 

(26일) 

토픽 II 6급 

사자성어/고사성어 

1.TOPIK II 합격레시피 280~288 

- 6급 실전모의고사: 듣기, 읽기, 쓰기 

2. 사자성어/고사성어 

- 백미, 사족, 백안시, 순망치한 

3. 2학기 복습 (4~6급 배운 것 확인) 

4월 2학기 마무리  

1주 

(2일) 
2학기 기말고사 

1. 2학기 기말고사 

2. 한국의 최근 이슈 

- 기사를 통해 최근 이슈를 알고, 기사의 글의 구조에 

대해 파악하기 

- 사설을 하나 선택하여 사설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단별 

중심 문장 찾기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함께 보고 전체 내용 요약하기 

2주 

(9일) 

4월의 주요 기념일 

2학기 종강 

1. 시험 결과 확인하고 질문하기 

2. 식목일 (4월 5일)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기 



바 르 셀 로 나   한 글 학 교 

COLEGIO COREANO DE BARCELONA 

 

3. 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학습 계획은 학생의 요청사항 및 수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재 

- TOPIK II 합격레시피 

- TOPIK II 합격레시피 실전모의고사 

- TOPIK II 쓰기 

- 토픽 한 번에 통과하기 

- 그 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