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년 1학기 수업자료-(22차시)> 
15. 간지로 연도를

2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干支(□□)란?→ ‘干支(□□)’ 활용의 예→  교과서 본문 익히기→ 십간과 십이지 

   → 간지연도표

2. 干支(□□)란? (교과서 112페이지)

3. ‘干支(□□)’ 활용의 예

  (1) 壬辰倭亂(임진왜란) : 임진년에 왜(일본)가 쳐들어와서 생긴 전란(전쟁)
     (서기 1592년에 발생하여 7년 동안 두 차례 전쟁이 장기간 진행되었음.)

  (2) 丙子胡亂(병자호란) : 병자년인 1636년에 중국의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였고,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
      하여 삼전도라는 곳에서 굴욕적인 항복의 의식을 행하였음. 

  (3) 乙未事變(을미사변) : 을미년인 1895년, 일본의 낭인(무사)들이 궁에 침입하여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화장(불태움)운 사건. 

4. 교과서 본문 익히기 

읽기 : □□□□□□□□□□는 □□□□□□□□라.

해석 : (                                                                 )
- 어구 풀이
十干(   ) : 열흘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 것. 與(여) : ~와/~과
十二支(    ) : 열두 달을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한 별자리단위. 
相 (상) : 서로  合(합) : 합하다 而(이) : 말이을 이  爲(위) : 되다 

 중국이나 한국 등의 나라에서 (   )나 (   ) 개념을 나타내는 데 이용되었던 도구로, 연월일시
를 나타낼 때 이용되었다가 현재는 주로 (   )를 표기할 때만 쓴다. 10간과 12지를 차례로 조합
하면 갑자, 을축부터 임술, 계해까지 (   )개의 간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반복하여 연도를 표기
한다. 

 天之十干與地之十二支는 相合而爲六十甲子라.



5. 十干(십간)과 十二支(십이지) 표
  (1) 十干(십간) 

  (2) 十二支(십이지)

  (3) 간지연도표 작성 요령 

    1) ‘□4’년도는 육십갑자의 앞글자가 ‘甲(갑)’이다.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0년 □1년 □2년 □3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2) 간지연도표를 완성해 봅시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신사년 임오년 계미년 갑신년 을유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병O년 정유년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신축년 임인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2학년 1학기 수업자료-(22차시)> 
15. 간지로 연도를(수행평가 연습1)

2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간지연도표 만들기(연습)하기 1 → 간지연도표 만들기 2   

2. 12년의 간지 연도표 만들어 보기 
  (1) 활용할 십간표

  (2) 활용할 십이지표 

  (3) 12년의 간지 연도표 만들어 보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甲午

갑오년

2024 2025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 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甲申

갑신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3.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 2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甲寅

갑인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간지연도표(정답)

1.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2001~20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

신사년 임오년 계미년 갑신년 을유년 병술년 정해년 무자년 기축년 경인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신묘년 임진년 계사년 갑오년 을미년 병O년 정유년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신축년 임인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2. 간진연도표 만들기(30년(2031~206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신해년 임자년 계축년 갑인년 을묘년 병진년 정사년 무오년 기미년 경신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辛酉 壬戌 癸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신유년 임술년 계해년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오년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신미년 임신년 계유년 갑술년 을해년 병자년 정축년 무인년 기묘년 경진년



2학년 1학기 수업자료-(23차시)> 
15. 간지로 연도를(수행평가 연습2)

2학년 (   )반 (    )번  이름 : (      )
<수업 진행 순서> 
1. 수행평가 기준→ 수행평가 연습(간지연도표 만들기)

2. 수행평가 기준

학년 2학년 시기 6월

성취 기준 [9한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성취 수준

상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정확히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정확히 완성할 수 있다. 

중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일부만 완성할 수 있다. 

하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일 일부만 알고 있다. 

영역
(만점) 등급 평가 척도 배점

간지

연도표

(15)

평가
기준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정확히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정확
히 완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15

2학

년

A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정확히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기준년으로부터 30년에 대한 간지연도표 중 25~30개를 정확히 완
성할 수 있음. 

15

B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기준년으
로부터 30년에 대한 간지연도표 중 16~24개를 정확히 완성할 수 
있음. 

13

C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기준년으
로부터 30년에 대한 간지연도표 중 10~15개를 정확히 완성할 수 
있음. 

11

D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기준년으
로부터 30년에 대한 간지연도표 중 6~9개를 정확히 완성할 수 있
음. 

9

E
간지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간지연도표를 기준년으
로부터 30년에 대한 간지연도표 중 0~5개를 정확히 완성할 수 있
음. 

7

본인의 의사에 의해 미응시한 경우 5

비 

고

1. 질병 및 타당한 사유(전입 등)가 있어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
후 지정한 날짜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2. 장기무단결석에 의한 미응시의 경우 4점을 부여한다.
3.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특수교사

와 협의하여 과제 내용과 수준을 조절하여 평가한다.
4. 결과물은 평가 후 학생에게 확인하고 학생에게 돌려준다.



수행평가 연습(간지연도표 만들기)
 1. 활용할 십간표

 2. 활용할 십이지표 

3.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2001~20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甲申
갑신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4.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2031~206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甲寅
갑인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수행평가(간지연도표 만들기)

2학년 (   )반 (    )번  이름 : (      )

1. 활용할 십간표

2. 활용할 십이지표 

3.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2001~20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甲申

갑신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유의 사항>
1. 해당 연도의 간지를 한자로 정확히 쓰시오. 
2. 해당 연도의 간지를 우리말로 정확히 읽으시오.(예> OO년) 
3. 한자를 쓸 때는 정확하게 원래 글자대로 써야 합니다.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수행평가(간지연도표 만들기)

2학년 (   )반 (    )번  이름 : (      )

1. 활용할 십간표

2. 활용할 십이지표 

3. 간지연도표 만들기(30년(2031~206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甲寅

갑인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유의 사항>
1. 해당 연도의 간지를 한자로 정확히 쓰시오. 
2. 해당 연도의 간지를 우리말로 정확히 읽으시오.(예> OO년) 
3. 한자를 쓸 때는 정확하게 원래 글자대로 써야 합니다.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