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IK Ⅱ(쓰기)> 강의계획서

1. 과목소개

§ 이 수업은 TOPIKⅡ의 쓰기 영역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동영상 강의 시

청과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는 TOPIKⅡ의 쓰기 문항 유형에 대한 설명

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강사 선생님과 만나서 쓰기 문항 유형에 대한 보충 설

명과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장점은 자신이 쓴 쓰기 답안에 대

해서 강사 선생님의 세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8주 16회 수업이 진

행되는 동안 강사 선생님으로부터 최소 9회 이상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습목표

§ TOPIKⅡ 쓰기 영역의 문항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 최근 TOPIKⅡ 쓰기 영역의 문항의 출제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기출 문항 및 예상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 원고지 사용법을 알고 원고지에 글을 쓸 수 있다. 

 

3. 학습내용

§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생활문) 유형 이해하고 답안 작성하기 

§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서술문) 유형 이해하고 답안 작성하기 

§ ‘그래프와 짧은 글을 보고 해석하기’ 유형 이해하고 답안 작성하기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유형 이해하고 답안 작성하기 

§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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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학습내용 학습활동

1주차
lesson1.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생활문)1 영상 29강 + 실시간 수업 

lesson2.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생활문)2 실시간 수업(피드백) 

2주차
lesson3.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서술문)1 영상 29강 + 실시간 수업 

lesson4. 빈칸에 들어갈 문장 쓰기(서술문)2 실시간 수업(피드백)  

3주차
lesson5. 그래프와 짧은 글을 보고 해석하기1 영상 30강 + 실시간 수업 

lesson6. 그래프와 짧은 글을 보고 해석하기2 영상 30강 + 실시간 수업 

4주차
lesson7. 그래프와 짧은 글을 보고 해석하기3 실시간 수업(피드백)  

lesson8. 그래프와 짧은 글을 보고 해석하기4 실시간 수업(피드백) 

5주차 lesson9.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1 영상 31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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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10.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2 실시간 수업(피드백)

6주차
lesson11.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3 영상 31강 + 실시간 수업

lesson12.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4 실시간 수업(피드백)

7주차
lesson13.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5 실시간 수업(피드백)

lesson14.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6 실시간 수업(피드백) 

8주차 
lesson15. 원고지 사용법 영상 32강 + 실시간 수업 

lesson15. 원고지 사용법 실시간 수업(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