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IKⅠ(읽기·듣기)> 강의계획서

1. 과목소개

§ 이 수업은 TOPIKⅠ의 듣기·읽기 영역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동영상 강

의 시청과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는 TOPIKⅠ의 듣기·읽기 문항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강사 선생님과 만나서 듣기·읽기 문항 유형에 

대한 보충 설명과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장점은 고려사이버대

학교에서 <TOPIK 교수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교수의 문항 유형 설명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학습목표

§ TOPIKⅠ의 듣기·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 최근 TOPIKⅠ 듣기·읽기 영역의 문항의 출제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 듣기·읽기 영역의 예상 문항을 풀어볼 수 있다. 

 

3. 학습내용

§ TOPIKⅠ의 듣기·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 이해

§ TOPIKⅠ의 듣기·읽기 영역의 문항 풀기 연습

 

4. 학습계획
§ 아래 주차별 진도는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학습내용 학습활동

1주차

lesson1. TOPIKⅠ 시험 안내 영상 1강 + 실시간 수업 

lesson2. 듣기1: ‘물음에 맞는 대답 고르기’ 유형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유형

영상 2강 + 실시간 수업 

2주차

lesson3. 듣기2: ‘대화 듣고 장소 고르기’ 유형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고르기’ 유형 

영상 3강 + 실시간 수업 

lesson4. 듣기3: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유형
               ‘듣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4강 + 실시간 수업 

3주차

lesson5. 듣기4: ‘중심 생각 고르기1’ 유형
               ‘중심 생각 고르기2’ 유형

영상 5강 + 실시간 수업 

lesson6. 듣기5: ‘이유 고르기+ 듣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6강 + 실시간 수업 

4주차

lesson7. 듣기6: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고르기+
               듣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7강 + 실시간 수업 

lesson8. 듣기7: ‘이유 고르기 + 듣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8강 + 실시간 수업 



5. 학습기간

§ 총 16회차 수업

6. 수료기준

§ 온라인 실시간 수업 출석 3/4 이상,  복습 과제 제출

§ 합격기준 : 70점 이상 득점 (미달시 무료 재시험 기회 부여)

5주차

lesson9. 읽기1: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기’ 유형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 유형

영상 9강 + 실시간 수업

lesson10. 읽기2: ‘읽고 맞지 않는 것 고르기(실용문)’ 유형
                ‘읽고 같은 내용 고르기(서술문)’ 유형

영상 10강 + 실시간 수업 

6주차

lesson11. 읽기3: ‘중심 생각 고르기’ 유형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 고르기’ 유형

영상 11강 + 실시간 수업 

lesson12. 읽기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문법)+ 
읽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12강 + 실시간 수업 

7주차

lesson13. 읽기5: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접속사) 
+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기’ 유형

영상 13강 + 실시간 수업 

lesson14. 읽기6: ‘글의 목적, 이유 고르기 + 읽고 같은 내
용 고르기’ 유형

영상 14강 + 실시간 수업 

8주차 

lesson15. 읽기7: ‘문장이 들어갈 곳 고르기 + 읽고 같은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15강 + 실시간 수업

lesson16. 읽기8: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고르기(내용) +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고르기’ 유형 

영상 16강 + 실시간 수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