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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국어)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4 5~8

담당교사 강*경 차*윤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친구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1.(2)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 수행평가(‘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나’
의 이야기‘ 짧은 글쓰기)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교통안전교육 2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3 6

4 21-27

<시집 만들기>
1.(1) 나무들의 목욕/나/그 아이의 연
대기/오우가

※ 수행평가(시집 만들기)

3 9

5 3.28-4.3 3 12

4월

6 4-10 재난안전교육 3

7 11-17 3

8 18-24

<삶의 문제 해결하는 토의하기>
2..(1) 요약하며 읽기
4.(1) 예측하며 읽기
4.(2) 토의하기
2.(2) 판단하며 듣기

※ 수행평가(삶의 문제 해결하는 토의
하기)

3

9 4.25-5.1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직업안전교육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2

12 16-22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2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3.(1) 언어의 본질

학교언어순화교육 3

15 6-12 ∘6: 현충일 3

16 13-19 3

17 20-26

3.(2) 품사의 종류와 특성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3

18 6.27-7.3 ∘29: 진로의 날 3

7월

19 4-10 ∘7: 진로체험      3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2

계 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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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도덕)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김*선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1. 도덕적인 삶
 (1)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
엇일까?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1. 도덕적인 삶
 (1)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
엇일까?

    2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1. 도덕적인 삶
 (2) 도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교통안전교육 2 5

4 21-27
1. 도덕적인 삶
 (3)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난안전교육 2 7

5 3.28-4.3.
2. 도덕적 행동
 (1)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
하는가?

2 9

4월

6 4-10
2. 도덕적 행동
 (2) 도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어
떻게 하는가?

2

7 11-17
2. 도덕적 행동
 (3)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2

8 18-24
2. 도덕적 행동
 (4)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무엇일까?

2

9 4.25-5.1
3. 자아 정체성
 (1) 나는 누구인가?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2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3. 자아 정체성
 (2)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
구인가?
수행평가(도덕적 모범에 대한 글쓰기)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3. 자아 정체성
 (2)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은 누
구인가?

1

12 16-22
3. 자아 정체성
 (3)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2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4. 삶의 목적
 (1)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1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4. 삶의 목적
 (1)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수행평가(가치광고 제작하기)

2

15 6-12 ∘6: 현충일
4. 삶의 목적
 (2)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1

16 13-19
4. 삶의 목적
 (2)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2

17 20-26
4. 삶의 목적
 (3) 도덕 공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은 무엇인가?

2

18 6.27-7.3 ∘29: 진로의 날
5. 행복한 삶
 (1) 행복이란 무엇인가?
수행평가(나의 행복 이야기)

2

7월

19 4-10 ∘7: 진로체험      
5. 행복한 삶
 (2)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이 필
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2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5. 행복한 삶
 (3)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어
떻게 가꿀까?

생활안전교육 2

21 18-20 ∘20: 하계방학식 단원 총정리 1
계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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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사회)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권*혜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Ⅰ. 내가 사는 세 계
1.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

2 2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Ⅰ. 내가 사는 세 계
2. 위치에 따른 주민 생활

3 5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Ⅰ. 내가 사는 세 계
3.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

3 8

4 21-27
Ⅰ. 내가 사는 세 계
3.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

학생인권교육 3 11

5 3.28-4.3
Ⅱ.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1. 세계의 기후 지역

3 14

4월

6 4-10
Ⅱ.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2.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
수행평가(지역사회 주제도 만들기)

3

7 11-17
Ⅱ.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3. 온대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

3

8 18-24
Ⅱ.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4 건조 기후 지역과 툰드라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

3

9 4.25-5.1
Ⅲ.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1. 산지 지형으로 떠나는 여행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Ⅲ.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2. 해안 지형으로 떠나는 여행

2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Ⅲ.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3.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

2

12 16-22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1. 세계의 다양한 문화 지역
수행평가(여행 안내서 만들기)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2.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2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3. 문화의 공존과 갈등

다문화교육 3

15 6-12 ∘6: 현충일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1. 자연재해의 발생 

2

16 13-19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2. 자연재해와 주민 생활

3

17 20-26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3.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3

18 6.27-7.3 ∘29: 진로의 날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1. 자원 분포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

인구교육 3

7월

19 4-10 ∘7: 진로체험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2. 자원 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
수행평가(사회 읽기)

3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3.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활동 정리 및 평가 1
계 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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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학)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 5,6,7,8

담당교사 이*옥 이*정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1-1(1)소인수분해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1-1(1)소인수분해 2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1-1(2)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3 6

4 21-27 1-2(1)정수와 유리수
실종유괴예방방지 

교육
3 9

5 3.28-4.3
1-2(2)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뺄
셈

3 12

4월

6 4-10 1-2(3)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3

7 11-17 1-2(4)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3

8 18-24
단원평가, 수행평가(나의 수학 시
계 만들기)

3

9 4.25-5.1 2-1(1)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2-1(1)문자의 사용과 식의 값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2-1(2)일차식과 그 계산 1

12 16-22 2-1(2)일차식과 그 계산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2-2(1)방정식과 그 해 2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단원평가. 수행평가(오징어다리 
붙이기)

3

15 6-12 ∘6: 현충일 2-2(2)일차방정식의 풀이 2

16 13-19 3-1(1)순서쌍과 좌표 3

17 20-26 3-1(2)그래프 3-2(1)정비례 3

18 6.27-7.3 ∘29: 진로의 날 3-2(2)반비례, 3

7월

19 4-10 ∘7: 진로체험      
수행평가(이야기 속 관계 그래
프 그리기)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3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단원평가 및 대단원 마무리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수학독서 1

계 2 45



- 5 -

2022학년도 (과학)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 5,6,7,8

담당교사 최*은 김*수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Ⅰ. 지권의 변화
  1. 지권의 구조

과학실 안전교육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Ⅰ. 지권의 변화
  1. 지권의 구조

생활 안전교육 2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Ⅰ. 지권의 변화
  2. 지각의 구성

2 5

4 21-27
Ⅰ. 지권의 변화
  2. 지각의 구성

3 8

5 3.28-4.3
Ⅰ. 지권의 변화
  3. 지권의 운동

재난 안전교육 3 11

4월

6 4-10
Ⅰ. 지권의 변화
  3. 지권의 운동

3

7 11-17

Ⅱ. 여러 가지 힘
  1. 중력과 탄성력
수행평가(암석의 분류와 순환 과
정 설명)

3

8 18-24
Ⅱ. 여러 가지 힘
  1. 중력과 탄성력

3

9 4.25-5.1
Ⅱ. 여러 가지 힘
  1. 중력과 탄성력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Ⅱ. 여러 가지 힘
  2. 마찰력과 부력

교통 안전교육 2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Ⅱ. 여러 가지 힘
  2. 마찰력과 부력
수행평가(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

2

12 16-22
Ⅱ. 여러 가지 힘
  2. 마찰력과 부력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Ⅲ. 생물의 다양성
  1. 생물 다양성과 분류

2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Ⅲ. 생물의 다양성
  1. 생물 다양성과 분류

보건교육 3

15 6-12 ∘6: 현충일
Ⅲ. 생물의 다양성
  1. 생물 다양성과 분류

2

16 13-19
Ⅲ. 생물의 다양성
  1. 생물 다양성과 분류
수행평가(생물 카드 만들기)

3

17 20-26
Ⅲ. 생물의 다양성
  2. 생물 다양성 보전

생명 존중 교육 3

18 6.27-7.3 ∘29: 진로의 날
Ⅲ. 생물의 다양성
  2. 생물 다양성 보전

보건교육 2

7월

19 4-10 ∘7: 진로체험      
Ⅲ. 생물의 다양성
  2. 생물 다양성 보전

2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Ⅲ. 생물의 다양성
  2. 생물 다양성 보전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Ⅲ. 생물의 다양성
  2. 생물 다양성 보전

보건교육 2

계 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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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기술·가정)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윤*배, 김*지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1) 기술의 이해

성교육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1) 기술의 이해

 성교육 1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1) 기술의 이해

성교육 2 5

4 21-27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1) 기술의 이해

 성교육 2 7

5 3.28-4.3.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1) 기술의 이해

성교육
보건교육

2 9

4월

6 4-10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2

7 11-17

1. 청소년의 발달
 (1) 청소년의 발달 특징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2

8 18-24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수행평가(사춘기 사용 설명서 작성하기)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2

9 4.25-5.1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2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4. 기술 혁신과 적응
 (2) 발명과 표준화

성교육 1

12 16-22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수행평가(대중매체 속 성상품화 내용 
바로잡기)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성교육
교통안전

2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1. 청소년의 발달
 (2)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성교육
보건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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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성교육 2

15 6-12 ∘6: 현충일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

16 13-19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2

17 20-26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수행평가(발명 아이디어 디자인 하기)

2

18 6.27-7.3 ∘29: 진로의 날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2

7월

19 4-10 ∘7: 진로체험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영양 식생활 2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2.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4. 기술 혁신과 적응
 (3) 발명과 표준화 문제 해결

2

21 18-20 ∘20: 하계방학식 단원 총정리 1
계 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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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음악)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양*영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교가 배우기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교가 가사 작사 1 2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1. 다른예술과의 만남
-음악과 문학의 만남

1 3

4 21-27
1. 다른예술과의 만남
-음악과 무용의 만남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 4

5 3.28-4.3 2. 오페라와 뮤지컬의 구성 요소 1 5

4월

6 4-10
2. 오페라 작품 감상과 표현
-오페라 ‘요술피리’중 ‘나는야 새잡
이꾼’

1

7 11-17 수행평가(시조 부르기) 1

8 18-24
2. 뮤지컬 작품 감상과 표현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민중의 
노래’

1

9 4.25-5.1 3. 음악과 영상 매체 1

5월

10 2-8 3. 음악과 행사 0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3. 국가 의식 및 행사에 사용된 음
악 - 대취타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1

12 16-22
3. 국가 의식 및 행사에 사용된 음
악 - 대취타

1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수행평가(보고서 및 작사) 1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3. 국제 스포츠- 경기에 사용된 음
악 - 오 필승 코리아

1

15 6-12 ∘6: 현충일 4. 음악 영상 작품 제작 1

16 13-19 4. 음악 영상 작품 제작 1

17 20-26 수행평가(나만의 ucc 만들기)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1

18 6.27-7.3 ∘29: 진로의 날 5. 장면에 따른 영화 음악의 역할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1

7월

19 4-10 ∘7: 진로체험      
5. 영화 음악 연주 – My Heart 
Will Go On

1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5. 음악을 활용한 교내 행사 기획 1

21 18-20 ∘20: 하계방학식 1

계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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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미술)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정*용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Ⅰ. 미술과 체험 
1. 자연 속의 나를 보다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2. 사회 속의 나를 보다
3. 소통하는 시각문화

교통안전교육 2 3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4. 미술, 영역을 넘나들다
5. 미술 직업의 세계를 보다

2 5

4 21-27
Ⅱ. 미술과 표현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수행평가(젠탱글)

2 7

5 3.28-4.3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수행평가(젠탱글)

2 9

4월

6 4-10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2

7 11-17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수행평가(젠탱글)

2

8 18-24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수행평가(젠탱글)

2

9 4.25-5.1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수행평가(젠탱글)

2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2. 색, 활기를 입다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2. 색, 활기를 입다
수행평가(교복디자인)

1

12 16-22
2. 색, 활기를 입다
수행평가(교복디자인)

2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2. 색, 활기를 입다
수행평가(교복디자인)

1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2. 색, 활기를 입다 2

15 6-12 ∘6: 현충일 2. 색, 활기를 입다 1

16 13-19
2. 색, 활기를 입다
수행평가(교복디자인)

2

17 20-26
1. 우리나라 미술 탐험
(김홍도의 풍속 인물 찾기)
수행평가(조선시대미술)

2

18 6.27-7.3 ∘29: 진로의 날
1. 우리나라 미술 탐험
(작품 비평문 작성하기)2. 색, 활기를 
입다

2

7월

19 4-10 ∘7: 진로체험      3. 발상의 창고를 열다 2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4. 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 2

21 18-20 ∘20: 하계방학식 단원 정리 1

계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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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체육)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5,6,7,8
담당교사 오*진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Ⅰ.건강

01.건강과 체력 평가
1 1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Ⅰ.건강

01.건강과 체력 평가
3 4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Ⅱ.도전

02.기록도전
3 7

4 21-27
Ⅱ.도전

02.기록도전
학생건강체력평가 3 10

5 3.28-4.3
Ⅱ.도전

02.기록도전
3 13

4월

6 4-10
Ⅱ.도전

02.기록도전
보건교육 3

7 11-17

Ⅱ.도전

02.기록도전

수행평가(건강달리기)

3

8 18-24

Ⅱ.도전

02.기록도전

수행평가(건강달리기)

3

9 4.25-5.1

Ⅰ.건강

01.건강과 체력 평가

수행평가(건강달리기)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Ⅰ.건강

01.건강과 체력 평가

수행평가(건강한삶설계하기)

1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Ⅰ.건강

01.건강과 체력 평가
2

12 16-22
Ⅳ.표현
03.현대표현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Ⅳ.표현
03.현대표현

2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Ⅳ.표현
03.현대표현

3

15 6-12 ∘6: 현충일
Ⅳ.표현
03.현대표현

2

16 13-19
Ⅳ.표현
03.현대표현

3

17 20-26
Ⅳ.표현
03.현대표현

3

18 6.27-7.3 ∘29: 진로의 날

Ⅳ.표현
03.현대표현
수행평가(스포츠리듬트레이닝)
Ⅴ.안전
02.스포츠환경안전

보건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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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 4-10 ∘7: 진로체험      
Ⅴ.안전
02.스포츠환경안전

보건교육 3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Ⅴ.안전
02.스포츠환경안전

응급처치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Ⅴ.안전
02.스포츠환경안전

교통안전 1

계 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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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영어)과

 1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1
담당학급 1,2,3,4 5,6,7,8

담당교사 이*주 김*신

월 주 기 간 주요 행사 일정 단  원  명 7대 안전교육 영역 배당
시수

실시
누계

3월

1 1-6
∘1: 3.1절   

∘2: 입학식 
1. Heart to Heart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2 2

2 7-13
∘7~11: 상담주간
∘9: 대통령선거일

1. Heart to Heart 3 5

3 14-20
∘14~18: 상담주간, 친구사랑주간
∘18: 학부모총회    

1. Heart to Heart 3 8

4 21-27 1. Heart to Heart 3 11

5 3.28-4.3 1. Heart to Heart 3 14

4월

6 4-10 2. Have Fun at Shcool! 3

7 11-17 2. Have Fun at Shcool!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3

8 18-24
2. Have Fun at Shcool!
수행평가(명화 속 인물묘사 말하기 ) 

3

9 4.25-5.1 2. Have Fun at Shcool! 3

5월

10 2-8
∘2~6: 부모사랑주간

∘5: 어린이날 ∘6: 재량휴업일 

∘8: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2. Have Fun at Shcool! 3

11 9-15
∘9: 재량휴업일 ∘13: 체험학습
∘15: 스승의 날

3. Wisdom in Stories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1

12 16-22
3. Wisdom in Stories
수행평가(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쓰
기) 

3

13 23-29
∘25: 학부모공개수업
∘27: 체육대회

3. Wisdom in Stories 3

6월

14 5.30-6.5 ∘2~3: 나라사랑주간 3. Wisdom in Stories 3

15 6-12 ∘6: 현충일 3. Wisdom in Stories 2

16 13-19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3

17 20-26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수행평가(영어산출물 과정평가) 

3

18 6.27-7.3 ∘29: 진로의 날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3

7월

19 4-10 ∘7: 진로체험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다문화교육 2

20 11-17
∘11~15: 스마트폰이별주간

∘14: 사정회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3

21 18-20 ∘20: 하계방학식 4. Small Things, Big Differences 1

계 4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