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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집을 발간하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교사는 IT와 영상의 전문가로 거듭나면서도 수업콘텐츠에 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블렌디드 수업을 

준비하면서 ‘주제선택활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주제선택활동 수업을 

교과와 연계하여 확장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을 구현하고, 교과에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과의 체계적‧심층적 학습을 

지원하고 더불어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이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을 직접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업에 유용한 참고자료나 학생산출물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QR 코드, 유튜브,  

영상클립, 다양한 학습콘텐츠 등으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중학교마다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나 어떤 수업콘텐츠를 

사용하는지는 교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살려 수업을 개발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은 우리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자료집이 자유학년제 동안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개발 콘텐츠는 책자와 파일 형태로 제작·보급하며, 이 책에 수록하지 

못한 교과별 활동지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자유학년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n.go.kr/sfree/index.do)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말

4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 교과심화 :   교과선행이 아니라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실제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해보는 교과 학습 경험의 확대



이 책의 구성 및 활용법

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학습내용 선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역량에 맞게 심화 

학습할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교과연계성

선정한 주제선택활동 주제와 해당교과와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교과선행이 아닌 교과 

학습 경험의 확대임을 제시하였다.

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수업 전(全)차시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계획을 

제시하여 수업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채점기준표

채점기준표(루브릭)을 제시하여 학생의 

평가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도 제시하였다.

3. 차시별 수업실행

● 차시별 수업 실행

차 시 별  수 업 지 도 안 을  모 든  차 시  또 는 

핵심차시 위주로 제시하였고, 해당 차시와 

관련한 활동과정이나 결과물을 하단에 

제시하였다. 

● 참고자료

활동에 사용한 활동지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part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11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Ⅰ



4. 평가 및 피드백

● 과정중심평가기록지

학부모·학생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교과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학생의 현재 위치(학습상의 강약점)를 정확히 

짚어주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학습을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학교와 교과 특성에 맞게 응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수업 후기

● 수업 후기

수업 시 느낀 점, 좋았던 점 등을 후기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학교 현장에 일반화 하기 위한 

준비나 개선점 등도 안내하였다.

이 책의 구성 및 활용법

part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11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Ⅰ



1. 수업준비

● 학습내용 선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역량에 맞게 심화 

학습할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수업 전(全)차시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계획을 

제시하여 수업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채점기준표

채점기준표(루브릭)을 제시하여 학생의 

평가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도 제시하였다.

3. 수업의 실행

● 수업의 실행

핵심차시 위주로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 

피드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 참고자료

핵심차시 외 관련한 학생 활동의 실제 작품을 

제시하여 지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part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10개의 사례를 교육과정 설계, 차시별 수업 구성, 채점기준표, 

핵심차시 등 간략한 형태로 제시하여 활동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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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열네 살이지만 책은 쓰고 싶어.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주제선택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다. 생소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을 설계해야 

했다. 생각해보니, 학생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자유학기활동에서 역량 발달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교사였다.

프로그램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주제선택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원하는 도전과 변화는 무엇일까?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학생들과 책을 출판하기로 했다. 책쓰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표현 동기가 중요하다. 책을 쓴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학생 각자가 자신만의 원고를 

완성한다. 말하자면 개별화 교육이 진행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과제를 

향한 집착과 끈기가 필요하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쓰기 과정을 공유한다. 

지식정보처리역량, 자기관리역량, 창의적·비판적사고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이 신장된다.

완성된 책은 학교 도서관, 지역 도서관에 비치된다.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완성하고 도서를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신장할 뿐 아니라, 자아를 만들어가는 열네 살 

학생에게 ‘출판 작가’라는 긍정적인 자기 모습 하나가 더해지길 바란다. 

송례중학교 최형욱

국어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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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책 쓰기는 긴 호흡의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관리역량뿐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며 쓰기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책 쓰기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며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책 쓰기이다. 

화려한 쓰기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 간 상호 협력적 쓰기 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은 

책 쓰기의 장을 이루어 스스로 개성과 역량, 참여와 도전으로 자신만의 책을 써나간다. 교사의 역할은 책 쓰기 

공동체의 정원사이다. 전문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능하니, 오히려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을 교과 지도의 명목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수업 중점

교실을 글쓰기 숲으로 
만들기 위한 원칙

•어떤 글을 쓰더라도 안전함을 느낀다.

•상호 격려하고 우호적으로 경쟁하며 고무적인 토론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며 학생 스스로 주인이 된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국어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의사소통 역량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각자 쓰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낸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긴 호흡의 글을 완성한다.

의사소통역량 다양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의 과정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든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교과 연계

•동료 학습자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쓰기 전략뿐 아니라 복합적인 의사소통을 다룬다.

•글을 쓰는 데 지식과 전략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글을 완성한다.

•긴 호흡의 글을 완성하는 ‘한 학기 한 권 쓰기’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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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책 쓰기에 앞서 학생들의 현재 글쓰기 능력을 진단하고 점검한다. 

•출판의 규모를 설정하고 출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책을 비치할 공간을 물색한다.

2. 수업 평가 설계
● 수업 목표 

•글을 쓰는 데 필요한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글쓰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완성도 있는 글을 생산할 수 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2
•다짐 - 쓰기 성취수준 진단 

             - 모둠 편성

3~4 •계획 - 쓰기 계획, 도구를 활용한 쓰기 전략 수립  

5~8
•표현  - 글쓰기, 상호 피드백, 돌려 읽기

             - 개별 면담 및 컨설팅, 수준별 지도

             - 중간 점검, 메타 점검, 자기평가

<수행과제 1>
 - 쓰기 과정 및 상호 협력

9~12
•집필  - 글쓰기, 함께 쓰기, 포스트잇 한줄평

             - 중간 점검, 개별 면담 및 컨설팅

<수행과제 2>
 - 과제 집착력 및 상호 협력

13~14
•탈고  - 글쓰기, 상호교정 및 첨삭, 탈고

             - 출판 논의

15~17
•출판  - 출판 논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 최종본 제출, 출간 기념회

<수행과제 3>
 - 쓰기 과정에 대한 메타 평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자료·정보활용

역량
쓰기 지식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맞춤법, 

워드프로세서 사용법 등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글쓰기에 

적절히 활용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냄.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으며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며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쓰기 수행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한 권의 

책이 될 정도의 완성도 있는 글을 

생산했으며 독자의 호응을 얻음.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책으로 만들 만한 글을 생산함. 

책으로 만들 만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함. 

의사소통역량
의사소통 

및 협력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의 글 완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줌.

팀원과 책 쓰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친구에게 도움을 

줌.

책 쓰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팀원과 이를 

달성해 나가려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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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책쓰기도 한 글자부터

학습주제 쓰기 계획하기

학습목표 쓰기 과정에서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쓰기 계획 소개

- 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안내
쓰기 계획 항목

제목 고양이, 사람

장르 판타지

주제 순수함의 중요성

예상독자 초6~중2

주요내용
사람이 된 고양이가 

펼쳐가는 이야기

예상분량 A4 10매

전개 

•쓰기 계획 안내하기  전체활동  

- 쓰기 목적, 예상 독자, 주제 설정

- 제목과 목차 작성

•쓰기 계획 실습  모둠활동 

- 각자 수립한 쓰기 계획을 모둠원과 공유

- 상호 피드백을 통해 쓰기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

정리 및 평가 
•목표하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확인
•제목과 목차 확인

유의점 및 tip
쓰기 계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주제, 예상 독자를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준다.

5차시 책 쓰는 호모 파베르

학습주제 쓰기 과정에 필요한 도구와 전략

학습목표 쓰기 과정은 문제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도구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도구와 전략의 중요성

전개 

•쓰기 도구 안내하기  전체활동 

- 마인드맵, 개요작성, 만다라트 등 쓰기 전략 시연

- 워크플로위, 킵, 원노트 등 어플 활용 시연

•쓰기 도구 실습하기  모둠활동 

- 글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개별 실습

- 쓰기 도구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피드백

정리 및 평가 
•글쓰기에서 도구와 전략을 사용할 때 소감 공유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 과제 제시

유의점 및 tip 글쓰기 도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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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친구의 글에 post-it  

학습주제 원고의 윤독과 감상, 반응

학습목표 친구의 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한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쓰기 동료의 중요성

전개  

•포스트잇 한줄평 준비  전체활동 

- 포스트잇을 배부하고 학생의 원고에 부착

- ‘긍정적 소감, 무조건 격려, 비판 자제’ 원칙 안내

•포스트잇 한줄평  모둠활동 

- 동료의 글을 읽고 감상

- 원고에 부착된 포스트잇에 읽고 난 소감 작성

- 동료 작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소감 권장

정리 및 평가
•포스트잇에 소감이 적힌 원고 회수

•쓰기 동료의 피드백 확인

유의점 및 tip
비평적인 피드백이 아닌 예상 독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쓰기 동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격려의 소감을 권장하고 유도한다.

13차시 서로 첨삭, 서로 교정  

학습주제 쓰기 워크숍을 통한 상호 첨삭 및 교정

학습목표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예상 독자

전개  

•첨삭과 교정 안내하기  전체활동  

- 이야기 흐름, 주제, 내용과 같은 전체적 수준에서의 조언 안내

- 맞춤법, 문장구조, 문장부호와 같은 세부적 부분의 교정 안내

•상호 첨삭 및 교정  모둠활동 

-   동료의 글을 읽고 좋은 글에 도움이 될 만한 상호 첨삭과 교정 

실시

- 원고 작성자는 동료의 첨삭과 교정을 확인하고 글에 반영

정리 및 평가 •첨삭 및 교정을 수용하고 반영

유의점 및 tip
첨삭과 교정이 쓰기 동기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동료 학습자의 교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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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학습주제 쓰기 과정의 점검과 평가

학습목표 자신과 동료의 글쓰기 과정과 글쓰기 결과를 평가한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글쓰기 작업의 메타적 이해와 평가

전개 

•자기평가하기

- 계획, 쓰기, 고쳐쓰기에 이르는 쓰기 과정에 대해 자기 평가

-   쓰기 소감, 동료와의 의사소통, 상호 협력  등 제반 맥락에 대한 

자기평가

•상호평가하기

- 인상깊은 동료의 글을 꼽고 그 이유 제시

- 의사소통, 협력 과정에서 동료의 피드백 내용 확인

정리 및 평가 •쓰기의 소감, 상호평가의 내용 공유

유의점 및 tip 객관적이고 진실된 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기록 및 피드백에 활용한다.

참고 자료 자기·동료평가지  

1. 자기평가

질문 점수(10점 만점)

책 쓰기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나요?

완성된 원고를 제출했나요?

쓰고 싶은 글을 완성했나요?

활동을 통해 글쓰기의 재미와 가치를 느꼈나요?

친구들의 글쓰기 작업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응원하고 힘을 주었나요?

2. 동료평가

질문 작품 or 작가 이유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작품 3개를 골라 

보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3. 활동을 마친 소감을 써 봅시다.

4. 이렇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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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참여활동   

‘중학생을 위한 자기계발서’ 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던 거라도 그것이 나의 꿈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다시 생각해보자.”

학교도서관, 지역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들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들 출판기념회 후 작가들의 기념사진

1권 책의 목차

“글쓰기가 마냥 재미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세상의 모든 작가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지금껏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인내심(?)을 깨우쳐 준 수업이다.”

“책을 직접 써서 신기했고,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던 제게는 정말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내 소설을 더 가다듬거나 새로운 주제로 글을 더 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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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구분 교과역량 성취기준

열 네 살

이지만 책은 

쓰고 싶어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의사소통 역량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자기

평가

•  책 쓰기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나요? □우수       □보통      □노력 요함

•  완성된 원고를 제출했나요? □우수       □보통      □노력 요함

•    쓰고 싶은 글을 완성했나요? □우수       □보통      □노력 요함

•  활동을 통해 글쓰기의 재미와 가치를 느꼈나요? □우수       □보통      □노력 요함

  •    친구들의 글쓰기 작업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응원하고 힘을 

   주었나요?
□우수       □보통      □노력 요함

교과역량 평가항목 도달도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다양한 글쓰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

•글쓰기의 기초적 지식을 갖추었는가?
우수

자료·정보활용

역량

•주제와 관련된 글감과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였는가?

•글쓰기 지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가?
우수

의사소통역량
•친구의 글쓰기 작업에 관심을 갖고 다른 글에 적절히 반응하는가?

•친구들과 예상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가?

매우 

우수

활동 종합평가

-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맞춤법, 워드프로세서 사용법 등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글쓰기에 적절히 활용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함. 

 -   다른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며 글의 완성을 위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함. 

-   글쓰기 지식을 적용하며 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 꾸준한 쓰기 활동을 이어나간 결과 독특한 상상력과 개성 있는 문체로 담은 

소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은 보라색이었다.'를 완성함. 

-   다른 친구의 글을 관심 있게 읽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다른 친구들의 글 완성에 도움을 줌. 



18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5. 열네 살이지만 책을 쓰게 하고 싶어

  쓰담쓰담 책을 쓰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글쓰기가 평가에 반영되는지, 점수가 산출되는지 묻는 학생들이 많았다. 평가하지 

않고 점수를 산출하지 않으며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몇몇 학생은 불안해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가 본인(자기)들이 쓴 글이 평가된다는 압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글쓰기 활동의 평가가 학생을 쓰기 활동으로부터 밀어낸 것은 아닌지 안타까웠지만, 이런 

불안에도 책 쓰기 주제선택활동을 선택한 학생의 용기를 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훌륭하거나 정확한 글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쓸 글을 완수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교사의 역할과 피드백도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책 쓰기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의 역할은 점차 줄어든다. 모둠이 구성되고 서로가 협업을 시작하면, 점진적 책임 이양의 

원리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소통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의 교사가 되어 함께 

글을 써나간다.

글쓰기 실력을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비평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장려했다. 글쓰기 실력은 언젠간 나아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대단한 글을 쓰지 않아도 좋지만, 글쓰기의 재미를 느끼는 것과 책을 쓰려는 꿈을 꾸는 일, 

자신의 글을 책으로 펴내는 것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건 글쓰기 기술과 실력보다는 과제 완수와 성공의 경험이다. 활동을 

마무리 한 학생들은 책에 실릴 원고 작성을 스스로 완성했다는 성취를 경험했다. 물론 긴 시간 동안 헤매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수많은 문제에 맞닥뜨렸고 이를 봉합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글을 

완성했다. 글을 잘 썼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생산했고 그것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냈다는 

경험이다. 열네 살에 쌓은 이 경험이 학생의 자존감과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된다.

  자유학기 활동은 도전이다

자유학년제로의 확대, 예산의 감소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는 일선의 교사들이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위한 

역량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시간이 현장의 교사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하는 교원의 역량에 대한 노력은 교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는 교과 전문성 이외의 추가 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무연수 혹은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이 권장된다. 그러나 단기간의 교육과 일시적인 체험만으로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창조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전문성을 신장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변용하여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교사에게 도전이며 성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지원과 안정적인 풍토 

안에서 교사는 자유학기 활동에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한다. 결국 좋은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장하고 만족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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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드게임으로 공부하자

작년에 교원학습공동체에서 선생님들과 보드게임 방법과 규칙을 각 교과 수업 내용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생님들과 여러 수업을 만들며, 학생들이라면 

학습 내용을 어떻게 보드게임에 적용할지 궁금해졌다. 학생들도 교과 내용을 적용하는 

보드게임을 적절히 잘 설계할 수 있을까?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새로운 보드게임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은 어떤 보드게임을 만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드게임으로 

공부하자’를 개설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는 수업이면서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심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드게임의 목표와 활동 내용이 국어 교과 학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개운중학교 임지유

국어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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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보드게임을 통해 실제 국어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사례를 개발하고자 했다.

또한 학생 참여가 중심이 되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 되었으면 했다. 전체 학생 대상으로 미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대와 의견을 듣고, 매 활동 이후 수업 소감과 보완할 점을 함께 토의하였다.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수업을 완성하고자 했다.

● 수업 중점

성취기준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드게임 활동의 목적이 되고, 그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보드게임 규칙과 카드 등을 변형했다. 그 과정에서 교과 시간의 과제 결과물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추천하고 싶은 시나 노래 가사를 국어 과제로 제시한 뒤 그 결과물을 보드게임 카드로 만들었다. 주제선택 

수업자료들이 교과 시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와 활동 목표를 교과 내용 복습과 적용에 두었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국어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9국05-0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활동임을 
알고 문학활동을 한다.

의사소통 역량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딕싯’을 활용하여 시/노래 가사의 내용을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기존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   여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모둠이 함께 토의하며 보드게임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이 담긴 자서전/감정 사전을 만들 수 있다.

● 교과 연계

•  변형된 보드게임은 국어 교과서 단원들의 심화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문법, 쓰기, 문학, 듣기·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  매 수업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은 활동 소감과 보드게임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이야기하는 토의에 

참여한다. 모둠원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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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교원학습공동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만들고, 필요한 게임 도구와 안내 

자료를 제작한다.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드게임 관련 경험, 새롭게 만들고 싶은 보드게임 내용과 규칙,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활동을 구상한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보드게임을 통해 국어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습경험을 넓힐 수 있다.

•  보드게임 제작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보드게임에 참여하고 활동 소감 및 적용 방법을 토의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성찰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카드 뒤집기’와 ‘할리갈리’의 규칙을 활용하여 어휘의 종류 구분하기

<수업 진행 과정>
- 규칙 설명 후 게임 시연하기
- 변형된 규칙 안내, 변형 게임 진행하기
- 수업 소감 및 새로운 적용 방법 토의하기

2

‘감정 카드’로 자서전/감정 사전 만들기

자신의 경험을 담은 내용으로 이야기책 제작 또는 감정에 대한 뜻풀이가 
담긴 감정 사전 제작하기

<수행과제 1>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감정 사전 제작

3

‘텔레스트레이션’으로 시/노래 가사의 핵심 단어 설명하기

- 시/노래 가사를 보고, 핵심 단어를 선정하여 ‘주제어 카드’를 만들기
-   ‘주제어 카드’를 보고, 각자 그림을 그려 주제어를 표현하고 맞히는 

게임 수행하기

4

‘딕싯’으로 시/노래 가사 감상하기

이야기꾼이 되어 시/노래 가사 카드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카드들을 제시하여 어떤 카드가 이야기꾼이 말한 카드인지 
맞히는 게임 하기

<수행과제 2> 

카드에 적힌 시/노래 가사 감상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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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생게임’으로 자신이 체험한 가상의 삶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법 
이야기하기

-   선택과 갈등의 순간을 정리하고,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토의하기

6
-   ‘테마틱’으로 품사 익히기
-   보드게임 제작 토의 및 계획서 작성하기

<수행과제 3>  

보드게임 제작 및 결과물 발표7 보드게임 제작하기

8 보드게임 발표하기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비판적·
창의적

사고역량

학습경험 
적용

보드게임 규칙을 활용하여 국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함. 

보드게임 규칙으로 국어 
학습 내용을 확인함.

보드게임을 하며 국어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함.

노래 가사와 시에 대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모둠원과 소통함.

노래 가사와 시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함.

문학 감상 활동에 참여함.

경험을 담은 진솔한 글을 쓰며 자신의 
경험을 성찰함.

경험을 담은 글을 쓰며 
자신의 경험을 돌아봄.

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함.

자기성찰·
계발역량

완성도
목표에 맞는 보드게임의 내용과 규칙을 
계획하여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창작함.

계획에 따라 보드게임 
내용과 규칙을 만듦.

보드게임을 만드는 데 참여함.

창의성
기존의 보드게임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냄.

보드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함.

보드게임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함.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능력 
및 적극성

토의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발표함.

토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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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카드 뒤집기’ 게임과 ‘할리갈리’로 어휘의 종류 구분하기  

학습목표  ‘카드 뒤집기’ 게임과 ‘할리갈리’ 게임 규칙을 변형하여, 어휘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수업 안내 :   예정된 보드게임 활동과 우리가 배운 국어 학습 내용의 

연관성 설명

•학생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카드 뒤집기’ 게임과 ‘할리갈리’ 게임 및 규칙 소개

‘할리갈리’ 규칙

전개  

 모둠활동 

- ‘할리갈리’ 게임을 하며 규칙을 익히기

-   관련된 학습 내용 복습하기 : 국어 교과서 2단원 - (2)어휘의 

세계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기원에 따라 단어를 고유어/

한자어/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이해함.

-   ‘카드 뒤집기’ 게임 규칙 익히기 : 카드를 뒤집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카드를 얻는 방식을 활용한다. 단어 카드를 2개 뒤집고 

같은 종류의 카드를 뒤집는 경우 카드를 가져가도록 하며 

단어를 분류하게 함.

-   ‘할리갈리’의 구성품 중, 과일 그림 카드를 국어 학습 관련 카드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예시 단어들)로 교체함.

-   ‘할리갈리’의 규칙 중, ‘같은 과일이 5개일 때 종을 친다’를 

‘펼쳐진 단어들이 모두 같은 종류(고유어 혹은 한자어 혹은 

외래어)가 되었을 때, 종을 친다’로 바꿈.

-   변형된 규칙과 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원과 어휘의 종류를 

구분하는 ‘할리갈리’ 게임을 진행함.

 전체활동   

- 활동 소감 나누기

- 새로운 적용 방법 토의하기  

활동 모습

‘카드 뒤집기’의 단어 카드

‘카드 뒤집기’의 단어 카드

정리 및 평가 소감 및 토의 내용 발표하기

<사전준비자료>

학생 설문조사 [설문조사 문항]

1. 여러분이 재미있게 했었던 보드게임이 있나요?

   어떤 방식의 게임이었나요?

2. 만약 국어 과목 관련 <학습용> 보드게임을 개발한다면, 어떤 내용의 

   보드게임을 만들면 좋을까요?

3.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보드게임의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4. 보드게임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4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2차시 ‘감정 카드’로 자서전 / 감정 사전 만들기  

학습목표
‘감정 카드’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 있는 감정을 고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자서전을 만들거나, 자신만의 

뜻풀이가 담긴 감정 사전을 만들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감정 카드’ 소개 및 ‘감정 카드’의 감정들로 빙고 게임하기

-   감정 카드를 펼쳐보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익히고, 빙고 칸을          

여러 가지 감정들로 채우며, 우리의 감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

감정 카드

전개  

 모둠활동 

-   ‘감정 카드’ 중에서, 자신에게 특히 인상적이었거나,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과 관련이 깊은 감정 카드를 개인별로 6개씩 고르기

-   ‘감정 카드’를 가져갈 때, 자신이 고른 감정을 느꼈던 구체적인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함.

-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 카드’를 가져가고 모둠원이 

각자 어떤 카드들을 가져갔는지 함께 살펴봄.

 전체활동 (자서전/감정 사전)  

-   자신이 고른 6개의 감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경험을 학습지에 

적음.

-   자서전 :  자신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담아 완성

-   감정 사전 : 감정에 대한 사전 뜻풀이를 찾아보고, 자신의 

경험이 담긴 뜻풀이를 만들어 자신만의 감정 사전의 내용 작성

-   자서전/감정 사전을 완성하여 공유하고, ‘감정 카드’의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 토의함.

활동 모습

정리 및 평가 자서전/감정 사전 발표 및 토의 결과 공유

다양한 

학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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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텔레스트레이션’으로 시/노래 가사의 핵심 단어 설명하기  

학습목표
‘텔레스트레이션’의 규칙을 적용하여 시나 노래 가사의 핵심단어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단어의 의미를 작품 

속의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텔레스트레이션' 게임 및 규칙 소개 

•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추천했던 다양한 시와 노래 가사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작품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어 적기

전개  

 모둠활동   '텔레스트레이션' 게임하기

-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추천했던 다양한 시와 노래 가사들을 

보여줌.(시/노래 가사 카드 활용) 각각의 작품에 사용된 단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어를 적기

-   사전을 통해 핵심어의 의미를 검색하여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고, 모둠원이 뽑은 핵심어들을 새로운 빈 카드에 적음. 

(6개씩)

-   핵심어가 적힌 카드를 주제어 카드로 변경하여, 

'텔레스트레이션'을 통해 시나 노래 가사의 핵심 단어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게임을 함.

-   게임을 하며 특히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핵심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복습하고, 

시나 노래 안에서 핵심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야기함.

 전체활동   활동 소감 나누기

정리 및 평가 소감 및 토의 내용 발표하기

유의점 및 tip

•  핵심어를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 인상적인 구절을 먼저 찾고, 그 구절 안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단어로 선택하여 적도록 한다.

•  핵심어를 설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핵심어의 사전적 의미와 시/노래 가사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품 속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지도한다. 

활동 모습 학생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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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딕싯'으로 시/노래 가사의 내용을 예측하고 감상하기  

학습목표 '딕싯'의 규칙을 적용하여 시/노래 가사의 내용을 예측하고 감상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  친구들이 추천한 시/노래카드를 보며 다양한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나열하여 적기 (학습지, 이젤패드 활용)

-   제한된 시간 안에 제일 많은 감정, 느낌의 수식어를 적은 

모둠을 선정하고 결과물을 공유

•  '딕싯' 게임 및 규칙 소개 : 게임 시연 영상 보기

'딕싯' 규칙

전개 

 모둠활동   '딕싯' 게임하기

-   '딕싯'의 그림카드를 시/노래 가사 카드로 교체하고, 교체된 

카드로 시/노래 가사 카드를 설명하고 맞히는 '추측/감상' 

게임을 진행

•시/노래 가사 카드  

변형된 규칙 시연 영상

•시/노래 가사 카드를 설명하고, 맞히기

1.   카드를 6장씩 받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잘 읽고, [어떤 ‘상황’, 

‘내용’인지 / 이 카드의 내용과 관련된 ‘감정’, ‘느낌’ / 이 글을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지 / 비슷한 다른 시, 노래 제목]을 생각함

2.   모둠원은 돌아가며 <이야기꾼> 역할을 맡음 

3.   이야기꾼은 카드 하나를 뒤집어서 내고, 자신이 낸 카드와 관련된 

힌트(1번에서 생각한 것 중 한 가지)를 말함

4.   청중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야기꾼이 말한 

내용과 가장 비슷한 카드를 뒤집은 채로 냄

5.   이야기꾼이 카드를 섞고, 모두 보이게 놓은 뒤, 모든 카드들을 

이야기꾼이 낭독함

6.   청중들은 어떤 카드가 이야기꾼이 말한 카드인지 맞힘

7.   왜 이 카드를 냈는지 이유를 말하며 감상 내용을 공유함

•전체활동   활동 소감 및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시/노래 가사 카드 자료 

정리 및 평가 소감 및 토의 내용 발표하기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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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인생게임’으로 가상의 삶을 체험하고 갈등과 해결 방법 토의  

학습목표 ‘인생게임’으로 간접 체험한 삶에서 겪은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인생게임’ 게임 및 규칙 소개, 수업 안내 '인생게임'의 설명서 참고

전개  

 모둠활동   ‘인생게임’을 하며 한 생애를 간접 체험하기

-   게임을 진행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인생경로를 학습지에 요약

-   인생 그래프 및 명장면 그리기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간접 

체험한 가상의 삶을 요약해서 표현함. 또한 인생에서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표현

-   모둠에서 가장 인상적인 삶을 체험한 사람을 선정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기

-   포스트잇에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적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야기하며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

 전체활동   활동 소감 및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토의하기

 '무한도전' 인생그래프

https://www.youtube.com/

watch?v=7o1aVlhO8zs 

정리 및 평가 소감 및 토의 내용 발표하기

유의점 및 tip •토의 과정에서 모둠원이 다양하게 논의하며 최대한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6차시 ‘테마틱’으로 품사 익히기  

학습목표 ‘테마틱’의 규칙을 적용하여, 품사에 맞는 예시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테마틱’ 게임 및 규칙 소개 ‘테마틱’ 
규칙

보드게임 
제작 계획서

전개  

 모둠활동   ‘테마틱’ 게임하기

-   '테마틱'의 주제를 [품사 카드]로 교체

- 교체된 카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테마틱' 게임을 진행

-   '테마틱'을 통해 카드에 적힌 주제어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를 

말하는 게임 진행

 전체활동   ‘테마틱’ 게임 과정에 참여한 소감 나누기

-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모둠활동   보드게임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   그동안 했던 보드게임을 떠올리며, 새롭게 적용하고 제작할 

보드게임 구상

정리 및 평가 소감 및 토의 내용 발표하기

유의점 및 tip
•  보드게임의 목적,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어학습’이 이루어지는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한다.



28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7차시 새로운 보드게임 제작하기  

학습목표 모둠원이 협력하여 새로운 보드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보드게임 제작 계획 / 준비물 확인하기

-   모둠별로 계획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감.

<학습지 참고>

-보드게임 제작 계획서

전개 

 모둠활동 

-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제작할 보드게임 주제(목적) 확인

- 필요한 규칙과 구성품 만들기, 보드게임 설명서 제작

- 모둠원끼리 보드게임을 완성하여 시연해보고 보완할 점 토의
<보드게임 만들기 준비물>

보드판, 스티커 라벨지, 카드, 

유성매직 등

정리 및 평가

•제작한 보드게임 확인하기

-   게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국어학습과 관련되어 

있는가?

- 게임 방법과 규칙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가?

- 모둠 협력을 통해 제작하였는가?

- 기존의 게임과 차별점이 있는가?

유의점 및 tip

•  보드게임 설명서를 만들어 게임에 대한 소개를 담도록 한다. 또한, 모둠원이 적절히 역할을 분배하여 

협력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  중간 과정을 확인하면서 모둠활동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보드게임을 시연해보는 

시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기 모둠의 결과물을 평가해보고, 수정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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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제작한 보드게임 발표하고 공유하기  

학습목표 모둠원이 제작한 보드게임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과 공유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보드게임 결과물 확인하기

- 모둠별로 만든 보드게임 확인
평가 기준 제시 ▶ 

학생들이 직접 평가, 

피드백

다른 모둠의 발표 

경청▶보드게임 

교환하여 활동 ▶ 

좋은 점, 보완점 

논의

전개 

 전체활동 

- 보드게임 결과물 발표

- 보드게임 소개를 듣고, 질문과 답변 주고받기

 모둠활동  

- 모둠끼리 제작한 보드게임을 교환하여 해 봄.

- 보드게임 활동 소감 나누기, 피드백

모둠에서 제작한 ‘보드게임 

설명서’를 제공하여 실제 

게임 진행. (보드 판에 퀴즈를 

적고, 점수 카드로 덮어둠. 

퀴즈를 맞히면 점수 카드의 

점수를 얻는 게임)
정리 및 평가 •발표하고 스스로 평가하기

유의점 및 tip
•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친구들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얻은 점을 발표하며 격려하고, 그동안 활동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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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구분 교과역량 평가 수준 자기평가

보드게임

으로

공부하자

의사소통

역량

보드게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보드게임 규칙을 활용하여 국어 교과의 내용을 익힐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자기성찰·

계발 역량

활동 소감을 나누고 적용 방법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자신의 활동 과정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및 

그 이유

새롭게 관심이 생긴 분야 및 

활동

종합의견

우수

•  보드게임 규칙을 활용하여 국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활동하였음. 특히 시와 노래 가사를 

감상하는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며 모둠원과 활발하게 소통함.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감정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새로운 뜻풀이가 담긴 감정 사전을 작성하며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성찰하였음. 

•  또한 기존의 보드게임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목표에 맞게 보드게임을 계획하여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창작함. 

•  토의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였고 자신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함.

보통

•  시와 노래 가사를 감상하는 게임에 참여하여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작성하는 등 보드게임을 하며 국어 학습 내용을 확인함. 

•  보드게임 제작 과정에서 기존의 규칙을 잘 활용하여 계획에 따라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듦. 

•  토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 

노력 

요함

•  보드게임을 통해 문학 감상과 글쓰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습득하고자 함. 

•  보드게임 제작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토의 과정에 일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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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께 수업을 채워나가는 즐거움

  수업 돌아보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나에게 국어란'이라는 질문에 답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몇몇은 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지옥'이라고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모든 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기를 바라며 수업을 계획할 것이다. 예전에 들었던 연수의 강사님께서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도록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셨다. 재밌거나, 쉽거나. 어려워도 학습 

내용에 흥미를 느끼면 도전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흥미가 없더라도 내용이 쉽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겠지만, 재미있지도 않고 어렵기만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학생이 국어를 재미있어하지는 않더라도 국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보드게임으로 

공부하자’ 수업을 만들었다. 

‘게임’이라는 말 때문인지, 학생들이 예상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처음 만나는 친구와 모둠이 

되어도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보드게임이 학습을 위한 매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상호작용도 촉진해주어 교실의 분위기도 더 편안해지고 생기가 돌았다. 보드게임의 카드에 나타난 

정보를 스스로 활용하면서 교사가 설명할 내용은 줄어들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겼다. 게임이 아니었다면 시 감상, 글쓰기, 문법 지식 활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며 복습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

  덧붙이는 말

아이들과 함께할 보드게임 활동 사례를 준비할 때, 지나치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보드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수업 나눔이나 공개수업 때, 다른 교과에서도 종종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할리갈리’나 ‘부루마블’, ‘원카드’ 등의 규칙을 모방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잘 알려진 

게임이다. 특히 ‘할리갈리’와 같이 단순한 규칙의 게임은 적용 범위도 다양하여 수학, 음악 등 여러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친숙한 게임을 먼저 제시하며 적용 사례를 보여주면, 이후의 도전 

과제까지 어렵지 않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이미 수업을 배우기 전에도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수업을 계획할 때 보드게임 

아이디어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게임 방법을 변형하기도 

했고, 스피드 퀴즈나 골든벨처럼 고전적인 게임을 참고하기도 했다. 사전 설문조사를 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미리 알아볼 수 있기에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보드게임 제작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업 활동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살아 있는 교실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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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숨은 꿈, 나를 외쳐봐!

‘꿈은 없고 시험만 남은 교실’, ‘희망은 사라져 가고 절망을 배우는 교실’과 같이 부정적으로 

교실이 평가되고, 학교를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고민에 빠지곤 

했다. 교사로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유학년제 덕분에 지필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나 

1학년 학생들과 학생 활동 중심수업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주제를 

깊게 다루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했지만 일정이 

빠듯하여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1학년 ‘Ⅰ단원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도덕 교과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강점을 

찾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아볼 기회가 없어 아직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꿈과 끼를 찾아주는 수업을 운영해보고 싶었다. 

삶의 목표 정하기로부터 출발하여 성실, 배려, 책임, 정의라는 도덕 교과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고 도덕적인 삶을 주도하는 도덕함1)을 길러 주고자 한다.

연희중학교 박혜영

1)   도덕함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도리로서의 도(道)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총체적 능력으로서의 

덕(德)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강조하는 ‘함(doing)’은 자신을 둘러싼 

도덕 현상과 규범 및 원리를 탐구하고 내면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으로서의 함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함을 포함한다.

도덕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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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자아존중감 검사(커리어넷 등)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목표를 

두고 운영한다.

•  ‘Ⅰ단원 자신과의 관계’를 심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액션 러닝, 비주얼 씽킹,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활동 중심수업으로 개발한다.

•  다양한 수업재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과정을 구성한다.

•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를 설계하고 자기평가, 교사관찰기록, 동료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학습자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결과에 대해 수시로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도덕

자기존중 및 
관리 역량

[9도01-01]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9도01-03]   도덕적 정체성과 선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그 이유와 함께 선정하고 자기 자신의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존중·조절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9도01-04]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삶의 목적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도덕 공부를 통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도덕적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자기존중 및 
관리 역량

-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고민 친구 만들기, 걱정 분리수거 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기 이해 증진

-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찾고 서로 배우기

도덕적 정서 
능력

- 욕구 분석을 통해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조화 배우기
- 자기 탐색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 찾기
-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미래 모습 표현해보기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 자신의 강점 씨앗 찾고 가꾸기를 통해 자아존중감 회복하기
- 스마트 버킷리스트, 로드맵 등을 통해 진로 설계 구체화하기
- 꿈을 설계하고 모두 앞에서 꿈을 말하며 가치 내면화하기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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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1학년 도덕 교과 내용 중, 아래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영 역 내용 요소 심화 내용

Ⅰ. 자신과의 관계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존중 및 관리 능력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향상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삶의 목적) 올바른 삶의 목적 정립

•  감정 코칭, 장점 찾기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회복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른다.

•    욕구 분석과 자아 탐색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  본래적 가치를 담은 꿈을 발표하며 자신과 모두를 위해 행복한 삶의 목적을 정한다.

● 사전 준비 

•  교과 협의를 통해 ‘Ⅰ단원 자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과수업에서 다룰 내용과 주제선택 프로그램에서 

다룰 내용을 구분·정리한다.

•  긍정적 자기인식-자아탐색-진로설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프로그램과 활동지, 수업 자료(동영상, 만들기 

재료, 참고 서적) 등을 준비한다.

•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상담교사와 미술교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의 수업을 진행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내 마음 살피며 가꾸기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기 이해와 감정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욕구 분석, 자아 탐색 등의 활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  강점 씨앗 찾기, 나를 광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발표함으로써 궁극적인 가치를 포함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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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2
- 내 마음 살피기, 감정나무, ‘고민 친구’ 만들기

- 감정 조절하는 방법 찾기 모둠 활동

3~4

- 욕구 분석하기, 욕구 단계 이해하기

- 자아 탐색하기 (조하리의 창 활용)

- 자아실현의 욕구를 담은 나의 모습

<수행과제1>

욕구 분석 및 자아 탐색활동

5~6
- 강점 씨앗 찾기 & 씨앗 가꾸기

- 나를 광고하기 (콜라주 작품 만들기)

7~8
- 스마트 버킷리스트 만들기

- 인생 로드맵 만들고 발표하기

9~10
- 나의 미래 셀프 코칭하기

- ‘꿈을 외치다’ 자료 제작하기 (동영상, PPT 등) 

<수행과제 4>

‘꿈을 외치다’ 활동 과정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 요소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도덕적

정서

능력

개념

이해

자아정체성에 대해 알고자 

하며 이해가 매우 우수함.

자아정체성에 대해 알고자 

하며 이해가 우수함함.

자아정체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함.

문제 해결

방안

내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매우 

다양하게 제시함.

내면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함.

내면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자 함.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흥미를 가지고 적극 

참여함.

도덕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진지하게 탐구함.

도덕적인 해결방안을 알기 

위해 노력함.

자기존중   

및 

관리역량

의사소통능력

(발표의 

전달력)

꿈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계하였고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표현함.

꿈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설계하였고 

진지하게 표현함.

꿈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하였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함.

도덕적

실천

의지

정신적 가치가 기반이 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함.

정신적 가치가 기반이 된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보임.

정신적 가치가 기반이 된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함.

자기

이해 정도

자신의 욕구, 강점 등을 매우 

잘 파악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제작함.

자신의 욕구, 강점 등을 

파악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제작함.

자신의 욕구, 강점 등을 

이해하여 진로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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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시별 수업 실행
1·2차시 내 마음 살피고 가꾸기  

학습목표
•내 마음 살피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내 마음 가꾸기 활동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나에게’ 영상 감상

    (https://www.youtube.com/watch?v=8cq6I_mvgV8)

- 일주일 동안 느꼈던 감정의 종류를 1분 안에 적어보기

   : 즐거움, 슬픔, 분노, 짜증 등 모두 떠올려보기

감정이 담긴 사진 또는 카드를 

보며 표정 따라 하기, 어떤 감정 

인지 서로 맞춰보기

전개  

 모둠활동 : 내 마음 살피기 

•감정나무로 감정 분류하기 

-   최근에 자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줄기에 

표시하기: 긍정적인 감정▶파랑색, 부정적인 감정▶붉은색

- 짜증, 화나는 감정 아래에는 좋은 감정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

•고민 친구 만들기

-   ‘감정의 재발견’ 영상 감상하기

-   누군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면 걱정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을 

알기 ▶ 나의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고민 친구 만들기

-   활동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민 털어놓기

 모둠활동 : 내 마음 가꾸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찾기

-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 알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함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 또는 영상 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tSwpoV6iGjI)

   : 행복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일을 찾는 노력 필요

이슈 : 감정 다스리기

경험 :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경험

목표 : 평온한 감정 유지

장애 : 평온한 감정을 막는 요인, 불안, 걱정 찾기

실행 : 실행 방법 찾기

 피드백   모두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도록 돌아다니며 참여 독려

감정나무 제작하고 발표하기

하드보드지 뜨게질 실, 눈 모형, 철사 등 
활용하여 고민 친구 제작 

감정을 다스리는 개인적 경험 활용하여 
마음 가꾸기 활동

정리 및 평가
•내 마음 살피고 가꾸기 활동 모둠별 발표 후 소감 공유하기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

[ 실타래 기법이란? ]

듀퐁사의 과제 해결 도구로서, 해야 할 

이슈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모으고, 

그 경험으로부터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유의점 및 tip

•자신의 감정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대비 모둠 감정 카드 제공

•실타래 기법은 STP(Situation, Target, Proposal)의 3단계로 과제를 해결하기도 함.

•고민 친구 만들기는 다른 재료로 대체 가능(솜, 양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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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나의 욕구 분석하기, 자아 탐구하기  

학습목표
•자신의 욕구와 당위를 분석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조하리의 창 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매슬로우 욕구 위계설’ 영상 감상

    (https://www.youtube.com/watch?v=O-4ithG_07Q)

•나의 욕구와 당위, 실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발표하기

- 일주일 동안 느꼈던 감정의 종류를 1분 안에 적어보기

   : 즐거움, 슬픔, 분노, 짜증 등 모두 떠올려보기

- 욕구 : 컴퓨터 게임하기

- 당위 : 수업 과제 하기

- 실제 :   과제를 하지 않고 놀다가 

엄마에게 혼남

전개  

 모둠활동 : 욕구 분석하기 

- 자신의 욕구 10가지 작성하기

-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에 맞게 자신의 욕구 분류해보기

•욕구 사사분면 채우기 활동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것

: 숙제, 독서, 동생 보살피기

즐겁게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

 : 운동, 피아노 치기, 수학 퍼즐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 흡연, 따돌리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

: 게임, 욕, 뒷담화, 동생 놀리기

-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일치할 때 훨씬 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높여 주는 것임을 이해하기

-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

 전체활동 : 자기 탐구하기 

•‘조하리의 창’을 활용한 자아 탐구

-   자신이 아는 정보와 타인이 아는 정보가 다름을 알고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보기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는 나의 정보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나의 정보

(다른 친구들이 답해 주기)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분

•‘자아실현의 욕구’를 담은 미래 모습 그려보기

-   인물표본을 활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에        

한 걸음 다가서기

 피드백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을 땐 자신의 미래모습 그리도록 지도 

욕구 사사분면 채우기 활동 

자아 탐색하기 활동 

미래 모습  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 어떤 욕구를 고를 것인지, 당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생각하기

•  미래 모습을 전시하고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 포스트잇으로 붙여주기

•  자기성찰평가지 작성

•  동료평가 포스트잇으로 실시

유의점 및 tip
•욕구분석표를 채우기 어려워하는 경우 많음. 사례를 적절히 제시해야 함.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면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게 지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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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나의 강점 찾기, 나를 광고하기  

학습목표
•나의 강점 씨앗 찾고 가꾸기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광고하기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지식채널e ‘잘하는 게 뭐니?’ 감상
   (https://www.youtube.com/watch?v=t2ssJNEfumo)

-   지나치게 높은 성공 기준이나 주변의 기대에서 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키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알아가기

•영상 감상 후 발표, 생각 나누기

•자신이 잘하는 것 찾아보기

전개  

 전체활동 : 나의 강점 찾고 키우기 

•강점 씨앗 찾기

-   씨앗 찾기 빙고 게임을 하며 서로의 장점 찾아주기,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예: 정의롭고 지혜로운 김○○)

-   강점 씨앗 카드(또는 강점 카드, 리멤버 카드) 활용,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기

•강점 씨앗 키우기

-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   내가 씨앗을 고른 이유, 키우는 방법, 키우기 위한 다짐 등을 그림, 

PPT,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기

- 인물 모양 활동지에 자신이 실천할 모습 적어서 칠판에 게시하기  

 전체활동 : 나를 광고하기 

•나를 광고하기

-   자신의 장점, 긍정적인 면을 조합한 결과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신문 또는 잡지에서 찾아 도화지에 붙이거나 그려서 콜라주 광고 

제작하기

-   광고 제목을 정하고 발표하기 

 피드백   강점 찾기가 힘든 경우, 자신만의 특징 함께 찾아주기 

•나의 강점씨앗찾기 활동지 작성

- 씨앗을 잘 키운 실제 인물 찾아보기

- 씨앗을 키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 이루기 위한 나의 다짐

잡지,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등의 

재료로 나를 광고하기 제작

씨앗 가꾸기 발표

정리 및 평가

•  자신의 강점을 찾아 가꾸며 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내면화하기, 자신감 회복하기

•  실천 모습을 제작하여, 교실 게시판에 게시하기

•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함을 알기
실천 모습 제작 게시하기

유의점 및 tip

•천사 점토, 사인펜, 우드락, 본드 등을 이용, 나의 씨앗을 제작하면 더 흥미 있어 함.

•개인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도덕적 정체성과 본래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지도함.

•콜라주 기법을 이용할 때 꾸미기보다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게 지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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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스마트 버킷리스트와 로드맵  

학습목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통해 행복한 삶의 목적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로드맵을 통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마시멜로 실험 관련 영상 감상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52TVJEpAaw8)

 -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 나의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나의 욕구 10가지 분류하기

-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기

- 피아니스트 되기(정신적 욕구)

전개  

 전체활동 : 버킷리스트 만들기 

•  나의 욕구 10가지 : 욕구 분석할 때 작성한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떤 

욕구를 선택할 것인지 정리하기

•스마트 버킷리스트 만들기

-   ‘슈퍼거북’ 책을 참고하여 ‘나’ 다워지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피자 판 

모양(피자 모양 포스트잇 활용)에 완성하기 

-   스마트 전략에 맞게 버킷리스트 만들기

- 자신의 욕구 중 당위와 연관된 것을 고르기

 모둠활동: 인생 로드맵 또는 연대표 그리기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기, 성인기 등 단계로 나누거나 

나이대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   모둠별로 발표하며 서로 공감해주기, 격려하기

 피드백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단계별 내용은 개별 지도 

스마트 버킷리스트 제작하기

나의 연대표

인생 로드맵 제작, 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버킷리스트 활동을 하며 본래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기,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  거창한 버킷리스트나 로드맵이 아닌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나다운 것 지켜가기

버킷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유의점 및 tip

•슈퍼거북, 마시멜로 이야기 등의 책을 통해 나다운 것, 욕구 조절의 중요성을 알아가도록 지도함.

•버킷리스트를 만들 때 중요도 순, 시기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가치순위를 정하도록 지도함.

•로드맵 또는 그림을 그리기 힘든 경우 연대표 형태로 작성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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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미래 셀프코칭, 나의 꿈을 외치다  

학습목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코칭 하며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꿈을 당당히 말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내면화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영상자료 감상
   (https://www.youtube.com/watch?v=HwnnTKpMeoI )

- 자신은 어떤 꿈을 꾸는지 생각해보기

•영상 시청 소감 나누기

전개  

 모둠활동 : 셀프코칭 

•나의 미래 셀프코칭

-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꿈은 무엇인지?

-   꿈을 위해 필요한 단계, 걸림돌, 해결방안, 다짐 등을 담아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자신의 꿈에 대해 셀프코칭 해주기

-   모둠 안에서 서로 조언해주기

-   행복의 외면적 조건, 내면적 조건 알려주며 균형과 조화 강조

-   셀프코칭이 어려운 학생들은 교사가 지도

 전체활동 : 꿈을 외치다 

•꿈을 외치다 발표 자료 만들기

-   꿈을 이루기 위해 나 파악하기: 성격, 습관, 태도 등

-   꿈을 이루기 위한 설계도, 걸림돌, 해결방안

-   꿈을 통해 꼭 이루어내고 싶은 것, 꿈을 위한 다짐

-   글, 그림, PPT, 동영상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꿈을 외치다 발표

  

 피드백     발표의 방법보다는 자기만의 꿈을 찾는 것을 중시하도록 

재차 강조. 걸림돌 해결방안 등 어려운 부분 개별 지도

•나의 강점씨앗찾기 활동지 작성

- 씨앗을 잘 키운 실제 인물 찾아보기

- 씨앗을 키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 이루기 위한 나의 다짐

인생 영화 형식으로 제작

나의 미래 셀프 코칭

정리 및 평가

•  나만을 위한 꿈을 정하고 발표해보기, 꿈이 없는 경우 행복한 삶에 

대해 발표하기 과정을 통해 삶의 목적,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하기

•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기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신만의 행복 찾기 강조

유의점 및 tip

•나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꿈을 설계하도록 지도함.

•  발표 자료의 기술적,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음.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자신만의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도록 지도함.



41

part Ⅰ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도

덕

참고자료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7~10
차시

참
고
자
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지대학교 『공감두드림 열려라 우리들 마음』 (2015)
- 서울대학교행복연구센터, 문용린, 최인철 『행복교과서』 (2011)
-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이용규(2013)
- 곰돌이 푸 정은희 옮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2018) 
- 유설화, 『슈퍼 거북』(2014) 
- 전지은, 호아킴 데 포사다 (원작) 『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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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활동명 내 안의 숨은 꿈, 나를 외쳐봐, 따로 또 같이

활동내용
긍정적 자기 이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욕구와 자아를 분석,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화하여 올바른 진로 설계를 돕는다.

성취기준
[9도01-04]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삶의 목적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도덕 공부를 통해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도덕적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평

가

수

준

매우잘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통해 강점을 찾고 행복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함.

잘함 자신의 강점을 찾고자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함.

보통임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며 자신의 강점과 연관된 미래를 찾고자 노력함.

노력 요함 자신의 특징 파악이 다소 부족하며 진로 설계 과정에서 계획과 의지가 요구됨.

차시 활동 주제 수행평가 도달도

1~2차시 내 마음 살피고 가꾸기

3~4차시 욕구 분석하기 및 자아 탐색, 자아 실현 욕구를 담은 미래모습 수행1 매우 우수

5~6차시 강점 씨앗 찾기 & 씨앗 가꾸기, 나를 광고하기 

7~8차시 버킷리스트 피자판과 인생 로드맵

9~10차시 미래 셀프코칭 & 꿈을 외치다 제작 발표 수행2 우수

     자아존중감 활동 전후 비교 활동 종합평가

•  내 마음 살피고 가꾸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잘 도출해내고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함. 

•  자아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욕구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욕구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임. 자신만의 꿈을 찾기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음. 

•  자신의 장점과 욕구를 반영한 꿈에 대한 설계도가 구체적임. 꿈을 외치다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으며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추구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참여함.

학생 자기 평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학부모 의견

학생 자유학기활동상황 특기사항

김◯◯

자아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함.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본래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으며 구성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성원들의 도덕적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자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자기존중 태도와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킴.

이◯◯

자아 탐색을 위한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위해 진지하게 활동함.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친구들의 공감을 이끌어냄.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함. 자주성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지님. 

모둠장으로써 구성원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수업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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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되돌아보기 및 나눔을 위해 남기는 말

  수업 되돌아보기

‘내 안의 숨은 꿈, 나를 외쳐봐’ 프로그램이 자아정체성 형성이나 자아존중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 찾기에 기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활동 결과를 확인하고자 수업 전후에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고 작게나마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행복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행복을 측정한다.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는 ‘꿈’조차도 객관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학생들에게 주제선택활동만으로 

자아정체성 확립이나 진로 설계 단계까지 심도 있게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로 교과와 연계하여 적성을 

고려한 진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욕구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해야 할 일 등을 알아감으로써 

도덕적 정체성에 다가가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춘기 학생들의 올바른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눔을 위해 남기는 말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공부는 나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것’,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대답한 학생의 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무한경쟁에 상처받고 외면당하며 꿈조차도 강요받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나를 만나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이런 활동이 자신의 꿈보다 성적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항들을 인지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도덕과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들기, 

그리기 등의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 수업에 비해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생들의 집중력은 다소 떨어진다. 자유학년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교구와 소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심을 끌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셋째, 심화된 내용으로 운영하다 보면 간혹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매시간 

활동지에 자기성찰을 하게 하고 교사가 간단한 피드백을 주면 좋다. 

짧게나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만의 꿈길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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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으로 생각을 켜다

어느 날, 평소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돌(특히 BTS)에 관심이 많은 어떤 

학생이 『데미안(헤르만 헤세)』을 가져와 질문을 던졌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이 『데미안』을 읽었다는 것, 그리고 책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의아했다. 알고 보니 BTS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아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했다고 한다. 그 이후 『데미안』의 도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두 

작품을 비교하는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동기(이 경우에는 아이돌)가 있다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주제가 도덕 과목과 관련하여 의미 있고, 감동 있고, 재미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림책이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며, 글과 그림의 조합으로 제3의 의미를 창출하는 예술 형식의 

도서이다. 한 권의 책 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에 여러 주제를 다루고,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다. 특히 그림책에 실린 그림을 통해 독자는 

책에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책은 독자의 상상과 

추론과 해석이 더해져야 그 의미가 비로소 완결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결정적으로 

그림책은 재밌다!

송례중학교 정인애

도덕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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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방향에 맞춰 ‘도덕성 발달, 도덕함,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세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교과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학습을 위한 활동 및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 수업 중점

2시간 연속 수업 중, 1시간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내용과 형식,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1시간은 

관련 활동을 하며 교과 심화 내용 학습과 결과물을 통한 평가를 진행한다. 단순한 재미 중심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도덕

자기존중 및 
관리 역량

[9도01-03]  도덕적 정체성과 선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그 이유와 함께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존중·조절할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9도01-02]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도덕적 
공동체의식

[9도01-03]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참여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자기존중 및 
관리 역량

  『짧은 귀 토끼』, 『우체부 슈발』을 읽고 강점을 찾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 활동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과 선한 성품을 지니기 위한 자아 존중감을 키운다.

도덕적 사고능력, 
대인관계능력, 정서능력

『야쿠바와 사자』, 『돼지책』을 읽고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기, 가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고 분담하는 활동을 통해 도덕적 대인관계 및 도덕적 정서 능력을 
함양한다.

도덕적 
공동체의식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기다립니다』를 읽고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해악금지능력, 다문화 공동체 세계시민 윤리의식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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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  ‘자신과의 관계’ 단원에서 자아정체성, 삶의 목적,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짧은 귀 토끼』를 통해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우체부 슈발』을 읽고 삶의 목적을 도덕적 이야기로 구성하게 

한다.

•  ‘타인과의 관계’ 단원의 핵심 가치인 ‘배려’를 중심으로 『야쿠바와 사자』, 『돼지책』을 통해 공감 및 경청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단원에서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기다립니다』를 읽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적 태도를 기르는 실천 방법을 찾도록 했다.

● 사전 준비 

•  교원학습공동체활동을 통해 1학년 도덕 교과 내용과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  그림책을 구입하고, 활동지를 모은 워크북을 사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삶의 목적 수립과 도덕적 자아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공감하고 도덕적 정서 및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그림책 활동

1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글, 탕탕 그림, 심윤섭 옮김, 

고래이야기)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수행과제 1>

강점찾기

2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리 글, 야마네 히데노부 그림, 

김창원 옮김, 진선아이)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나의 성공 일기 쓰기

3
『야쿠바와 사자』 (티에리 드되 글·그림, 염미희 옮김, 

길벗어린이)

주인공은 행복할까요?

- 두 마음 토론

<수행과제 2>

두 마음 토론

4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5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그림, 

장지현 옮김, 고래이야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포토에세이 만들기 

<수행과제 3>

포토에세이

6
『나는 기다립니다...』 (다비드 칼리 글, 세르주 믈로크 

그림, 안수연 옮김, 문학동네)

내가 기다리는 것은?

- 공감을 담은 희망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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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적합성

중요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제시된 

질문에 모두 답함.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나 

제시된 질문에 일부 대답함.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함.

성실성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깊게 생각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고 

진지하게 기록함.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깊은 

생각을 글을 통해 진지하게 

표현함.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함.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유창성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자신 있게 

발표하고, 정확하게 주장함.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발표함.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발표함.

참여도

토론 주제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비판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

토론 주제를 파악하여 토론에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생각과 그 

근거를 제시함.

토론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의 

발표를 경청하고 자신이 생각을 

정리함.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민감성

작품 속에 도덕적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도덕적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으며,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함.

작품 속에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작품 속에서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 노력함.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이 보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임.

생각을 보다 확장시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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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학습주제

[ 그림책 ]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글, 탕탕 그림, 심윤섭 옮김, 고래이야기)

[ 활동 ]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학습목표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그림책 소개

-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 책의 앞뒤 표지 설명

전개  

 전체활동 

- 주인공 역할 맡을 학생 선정

- 교사, 학생 함께 책 읽기

 개인 및 모둠활동 

- 책을 읽은 후 느낌 표현

-   관점 바꾸기 학습지 작성 – 자신의 단점,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최근 좋지 않았던 일, 나의 노력 작성

- ♣ 모양만 본인이 작성

-   모둠 내에서 학습지 돌리기를 통해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관점을 바꿔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하기

- 친구의 학습지를 받아 읽고 ☆모양 작성

 전체활동 

-   그림 카드 작성 후 나누기

- 응원의 글 발표하기

정리 및 평가
•  카드 발표하기

- 그림 카드 공유를 희망하는 학생 발표

유의점 및 tip
•  주제선택활동은 이질적 집단이 모여 모둠을 이루기 때문에 첫 시간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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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학습주제

[ 그림책 ]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리 글, 야마네 히데노부 그림, 김창원 옮김)

[ 활동 ]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나의 성공일기 쓰기

학습목표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그림책 소개

-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 책의 앞뒤 표지 설명

숨은 글자 찾기

전개  

 전체활동 

- 내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는?

- 내가 가장 슬픔을 느낄 때는?

- 숨은 글자 찾기 

-   모둠별로 주어진 그림 속에서 듣고 싶은 말, 힘이 되는 

말 찾기(모둠별 퀴즈 후 정답을 찾은 모둠에게 간식)

 개인 및 모둠활동(나의 성공 일기) 

-   책을 읽은 후 우체부 아저씨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은?

-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몰입하나요?

-   모둠 내에서 작성한 학습지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경험 나누기

- 나의 성공일기 쓰기

 전체활동(응원의 댓글) 

-   전체 학생의 성공일기 전시

-   응원의 댓글 써주기(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글을 써서 붙여주기)

정리 및 평가
•  성공일기와 댓글 발표하기

- 성공일기를 희망하는 학생 발표

유의점 및 tip
•  ‘내 짝을 소개합니다(얼굴을 보지 않고 짝의 얼굴을 그리고 요즘 관심사, 들으면 힘이 되는 말을 함께 

기록)’ 활동을 통해 모둠원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사전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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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주인공은 행복할까요?  

학습주제

[ 그림책 ] 『야쿠바와 사자(용기)』

               (티에리 드되 글·그림, 허은미 옮김, 길벗어린이)

[ 활동 ] 주인공은 행복할까요?

             - 두 마음 토론

학습목표
•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도덕적 상상력,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그림책 소개

-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 책의 앞뒤 표지 설명

전개  

 모둠활동 

- 상상하여 글쓰기

- 모둠별 16개 단어카드 배부

- 모둠원들이 4개씩 나눠 갖기

-   가지고 있는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 이어 만들기

 글쓰기 발표 및 원글과 비교 

-   상상하여 쓴 글 발표

- 모둠별로 그림책 읽기

- 상상하여 쓴 글과 비교

 모둠활동(두 마음 토론) 

-   토론주제 : ‘야쿠바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 3명씩 한 팀 구성

-   두 마음 토론 학습지 작성: 토론자는 자신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작성, 판정자는 두 입장 모두 근거와 함께 

작성

- ‘찬성-판정자-반대’ 좌석 배치

- 각각 찬성, 반대의 의견을 판정자에게 주장

-   주장하는 당사자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고, 토론 

기회는 2~4회

정리 및 평가
•  활동을 돌아보며 생각하기

- 행복의 의미, 행복한 삶

유의점 및 tip

•두 마음 토론은 3인(토론자 2인, 판정자 1인) 1조 구조가 가장 적절함.

•  토론 후 각 모둠의 판정자가 토론 결과를 근거와 함께 발표함. 또는 칠판 나누기, 포스트잇 활용 등을 통해 

학급 전체와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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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학습주제

[ 그림책 ]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

[ 활동 ]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학습목표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고,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그림책 소개

-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 책의 앞뒤 표지 설명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전개  

 전체활동 

- 함께 책 읽기

- 그림 속에서 돼지 찾기

-   그림 속에서 돼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함께 읽기

 모둠활동(그 후의 이야기) 

-   이야기 속 인물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쓰기

- 쓴 글을 발표

- 상상하여 쓴 글과 비교

 모둠활동(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   모둠별로 20장의 포스트잇 배부

-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역할 한 장에 한 가지씩 작성

-   모둠원이 각각 다른 색 펜을 가지고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포스트잇에 적기

-   8절 도화지를 모둠별로 나눠주고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통계를 내고 포스트잇을 

구성원별로 붙여서 제출

-   모둠별 내용 살펴보고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 작성

정리 및 평가
•  활동을 돌아보며 생각하기

- 가정의 의미, 가정 내 갈등, 가정 내 역할분담

유의점 및 tip

•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먼저 제시해야 함. 시설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사전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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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주인공은 행복할까요?  

학습주제

[ 그림책 ]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그림, 장지현 옮김, 고래이야기)

[ 활동 ]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포토에세이 만들기

학습목표
•  지구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고, 포토에세이 만들기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그림책 소개

- 서지 정보에 대한 설명, 책의 앞뒤 표지 설명

전개  

 전체활동 

- 함께 책 읽기

- 질문하기

-   왜 제목이 ‘라면을 먹을 때’일까? ‘속표지의 원의 

의미는?’, ‘라면 먹을 때 옆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이웃 나라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개인·모둠 질문만들기 

-   개인 질문 만들기(5why 활동)

-   5why: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5번의 질문을 하는 방법.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2번 이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고 이유를 생각해 봄. 

- 모둠 질문 만들기(4절지)

 모둠활동(포토에세이 만들기) 

-   ‘내가 지구촌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포토에세이 제작 계획서 작성

- 사진 촬영 및 편집

정리 및 평가
•  모둠별 발표

-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 배려, 나눔의 자세

유의점 및 tip
•  모둠별 사진 촬영을 위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블릿pc 활용. 결과물은 출력 후 교내 게시판을 

활용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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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강점찾기 그림카드 학습지  

참고자료 포도에세이 스토리 보드 및 결과물  



54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구분 교과역량 성취기준

그림책

으로 

생각을 

켜다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9도01-03]   도덕적 정체성과 선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그 이유와 함께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존중·조절할 수 있다.

도덕적 사고능력, 

대인관계능력, 

정서능력

[9도01-02]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도덕적 

공동체의식

[9도03-03]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참여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 주인공은 행복할까요?(두 마음 토론)

-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포토에세이 만들기)

자기

평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집중하였는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모둠 구성원들에게 공감하고 호응하였는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수업을 통해 자신에게 온 변화는?

교사

평가

-   ‘강점 찾기’ 활동에서 관점 바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자신과 친구의 단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장점으로 바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됨.

-   ‘주인공 입장에서 토론하기’ 활동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관점에서 주인공의 판단과 태도를 바라보고 이를 도덕적 

추론 과정을 통해 논리적·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발표함.

-   ‘내가 지구촌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포토에세이를 만들며 세계시민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모둠과 함께 생각을 모으는 과정에서 창의적·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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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또 하나의 부담? 또 하나의 즐거움!

  그림책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림책은 언어 해독 능력이 부족한 유·아동기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많이 존재한다. 중학생이 

그림책을 읽는다고 하면 학습이 아닌 놀이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실제로 놀기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은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다. 책의 제목, 표지 그림, 내용과 그림과의 

관계, 글의 위치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 예를 들어 『돼지책』을 보며 전체적으로 ‘돼지’ 그림이 

언제 등장하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몇 마리 있는지 찾아보며 주인공의 변화와 돼지 그림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조그만 그림,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려 

한다. 물론 갑자기 시작되는 깜짝 퀴즈를 맞히려는 의도가 더욱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책을 읽으며 

단순히 짧은 글만을 읽는 게 아닌, 전체를 보는 시각과 그 속에서 작가의 의도, 주인공에 대한 공감, 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혼자가 아닌 함께

주제선택활동은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모여 주 1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미 친분 관계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림책은 무미건조하게 혼자 읽으면 10분 안에 모두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읽으면 역할극, 성대모사, 그림 

찾기 등을 하며 의미를 찾게 된다. 따라서 그림책은 개인용이 아닌 모둠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몇몇 학생들은 혼자 읽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따로 읽는 시간을 주었다. 또한 많은 

그림책이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책을 운반하고, 읽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찾고, 활동을 고안하고, 활동지와 PPT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은 교과 

수업, 학급 관리,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이다. 같은 교과 교사로 구성된 교원학습공동체를 만들고 격주로 만나 수업에 대한 

성공담과 실패담을 나누며 시간 조절, 학생들의 반응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발생했던 돌발 상황을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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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은 선

그래프의 ‘의미’를 주제로 담게 된 나의 이야기

“수학쌤, 애들이 그래프를 볼 줄 몰라서 도저히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우리는 책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표와 그래프를 자주 접하며 살고 있다. 복잡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그래프의 힘은 2000년대에 이뤄진 빅데이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여는 것에 큰 몫을 하였다. 즉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은 미래 

핵심역량의 주요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수학 교과 학습에서 본격적으로 그래프의 해석을 다루는 때는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래프에 대한 풍부한 학습이 이뤄지는 기간이 중1 때가 전부이다. 2학년부터 

함수 개념이 도입되면 그래프가 함수를 표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래프를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도구로 이해하지 않고, 값과 값으로 정의된 함수식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도구로 잘못 알게 된다. ‘의미를 담은 선’인 그래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단순하게 함수식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선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같은 맥락의 교육과정을 밟아 그래프를 학습했고,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의 온도에 따른 부피&밀도 변화 곡선을 해석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수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나조차 힘들었던 문제라면 이것은 언젠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프’라는 주제 하나를 놓고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준비될 필요성을 느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고 해석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그래프에 대한 오개념을 고치고 

동시에 그래프의 참된 의미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바란다.

개원중학교 박광한

수학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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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그래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래프와 함수의 의미를 너무 강하게 결합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오개념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 이러한 오개념에서 벗어나 그래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된 다양한 자료를 다루고 해석하며 그래프의 풍부한 의미를 깨닫도록 

안내한다.

•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읽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해석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 그래프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수학

문제 해결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창의·융합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문제 해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축 개념이 활용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창의·융합
•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자료 해석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찾고 이를 바르게 

고쳐 정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맞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교과 연계

•  변화하는 두 가지 요인의 상황을 다루면서 차후 학습에서 방정식이나 함수에 대한 이해로 발전시킨다.

•  긴 호흡으로 시행하는 그래프 해석 활동으로 타 교과나 일상생활에서 등장하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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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각 교과 선생님들에게 해당 교과에서 다루는 그래프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시행하여 수업에서 다룰 그래프를 

사전에 선정한다.

•  값과 값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변화를 통해 해석하는 그래프의 해석 활동과 동일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사전에 조사한다.

•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뉴스나 기사에서 정보의 해석을 왜곡시키는 잘못 

표현된 그래프를 미리 준비한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  그래프를 보고 좌표축에 근거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하는 절차를 알고, 절차에 따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좌표평면과 그래프 기본개념 학습

2
•그래프로 표현하기

- 물통 그래프 그리기 활동

<수행과제 1>

물통을 보고 그래프 그리기

3

•상황으로 설명하기

- 그래프를 보고 물통 그려보기 

- 그래프를 상황으로 브레인스토밍하기 

<수행과제 2>

그래프를 보고 상황 설명하기

4

•그래프의 왜곡 알아보기

- 그래프를 왜곡시키는 다양한 요소 학습하기 

- 그래프의 왜곡된 요소를 찾아 수정하기 

<수행과제 3>

그래프를 왜곡된 요소 찾기

5
•실생활에 활용(MBTI)

- MBTI검사 실시를 통해 나의 성격 알기

6
•실생활에 활용(MBTI)

- MBTI 궁합표 해석하기

<수행과제 4>

MBTI 궁합표 해석하기

7

•실생활에 활용(연도별 출생자 수, 보일&샤를 법칙)

- 연도별 주요 사건 동영상 시청 

- 보일&샤를의 법칙 그래프 그리기

8

•실생활에 활용(코로나 19)

- 마약을 정리한 그래프 분석 

- 바이러스 분석 그래프 그리기 

- 코로나 방역 시행&미시행 그래프 해석하기

<수행과제 5>

바이러스 분석 그래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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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추론

상황 

분석력

다양한 물통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프의 변화를 

좌표평면에 올바르게 표현함.

다양한 물통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프의 변화를 

좌표평면에 표현함.

좌표평면에 물통 모양 

그래프를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함.

좌표축 

이해력

여러 가지 그래프를 상황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좌표축을 

바르게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함.

여러 가지 그래프를 상황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과

축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함.

여러 가지 그래프를 상황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좌표축 

설정을 제한적으로 설명함.

창의·융합

문제 해결

창의성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적절한 상황을 2가지 이상 

제시함.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적절한 상황을 1가지 이상 

제시함.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학습에 참여함.

그래프 

분석력

그래프에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고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음.

그래프에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칠 수 

있음.

그래프에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고치기 

활동에 참여함.

좌표축 

이해력

좌표축 개념이 활용된 MBTI 

궁합표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음.

좌표축 개념이 활용된 MBTI 

궁합표를 읽을 수 있음.

좌표축 개념이 활용된 MBTI 

궁합표를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음.

자료 

이해력

바이러스를 전염성과 

사망률이라는 특징을 축과 
축으로 설정하여 좌표평면에 

완벽하게 표현함.

바이러스를 전염성과 

사망률이라는 특징을 축과 

축으로 설정하여 좌표평면에 

부분적으로 표현함.

바이러스를 전염성과 

사망률이라는 특징을 축과 
축으로 설정하여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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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3차시 그래프를 통한 상황 브레인스토밍  

학습목표
•그래프를 분석하여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좌표축 개념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 차시에 학습한 물통과 그래프 제시

-   물통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맞는 

물통을 그려보게 하여 해당 수업의 활동 제시

전개  

 모둠활동 

•물통 그래프 활동

-   물통 그래프를 보고 물통을 그려보는 활동 진행

•상황 브레인스토밍 활동

-   사전에 준비한 다양한 그래프를 제시하고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좌표축을 설정하고 상황말하기 활동 진행

[ 물통 그래프 ]

물통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에 맞는 

물통을 그리는 활동 실시

[ 일반 그래프 ]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을 좌표축 설정을 통해 설명하는 

활동 실시

정리 및 평가
그래프를 2가지 제시하고 그래프에 맞는 상황 2가지씩 제시하는 

평가 진행

[ 평가 ]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설명하는 평가 

진행

유의점 및 tip
•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없으므로 학생이 제시한 답에 교사가 피드백해주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수 학습 자료 (http://gg.gg/k16a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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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그래프의 왜곡 알아보기  

학습목표
•그래프를 왜곡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왜곡된 그래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왜곡된 그래프 제시

-   왜곡된 그래프를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해당 

차시 수업의 방향 제시

전개  

 전체활동 

•그래프를 왜곡시키는 요소 학습
-   좌표축 생략 확대 등의 변형, 값 또는 값 생략 등 그래프를 

왜곡시키는 요소 학습

 모둠활동 

•왜곡된 그래프 교정 활동
-   모둠별로 그래프를 보고 왜곡된 요소를 찾아 바르게 고치는 

활동 실시 

[ 왜곡된 그래프 ]

그래프에서 왜곡된 부분을 찾는 활동 

실시

정리 및 평가
•코로나 비율 그래프 제시하기

-   코로나 확진자 비율 그래프에서 왜곡의 요소 찾기

[ 평가 ]
그래프를 보고 왜곡된 요소 찾는 평가 
진행

유의점 및 tip
•  좌표축이 있는 경우 좌표축을 통한 왜곡이 많으므로 좌표축 설정에 유의하도록 지도

•  좌표축이 없는 경우 시각적인 그림에서 왜곡이 많으므로 그림에 주의하도록 지도

교수 학습 자료 (http://gg.gg/k16a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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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실생활과 그래프(연도별 출생자 수, 보일&샤를 법칙)  

학습목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보일&샤를의 법칙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학생들의 출생 연도 물어보기

-   연도별 출생아 그래프를 제시하여 1학년 학생들이 태어난 해에 

출생아 수를 이야기하며 오늘 학습할 내용 제시

[ 연도별 출생 그래프 ]

연도별 출생 그래프를 보고 본 차시 

학습 내용 확인

전개  

 전체활동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동영상 시청 후 연도별 

출생아수가 변한 이유 적어보기

•  ~1945(일제 강점기)

• 1945~1950(해방기)

• 1950~1953(한국전쟁)

• 1953~1961(인구 확대)

• 1961~1986(인구 억제 정책, 경제개발 5개년)

• 1986~(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모둠활동     보일&샤를 법칙 그래프 그리기

-   보일의 법칙 영상 시청하면서 깊이&압력, 압력&부피 그래프 

그리기

- 샤를의 법칙 영상 시청하면서 온도&부피 그래프 그리기

[ 연도별 출생 그래프 ]

대한민국 근현대사 동영상과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해석하는 활동 실시

[ 보일&샤를 법칙 동영상 ]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깊이&압력, 

압력&부피 그래프 그리는 활동 실시

정리 및 평가 보일&샤를의 법칙에 그래프 확인

유의점 및 tip •  수업 진행 전 출생아 수, 보일&샤를의 법칙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명할 내용 준비한다.

교수 학습 자료 (http://gg.gg/k16ah 참고)

1. 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한민국 근현대사 (https://www.youtube.com/watch?v=E96nPEfU2l4&t=2s)
2. 보일의 법칙 (https://www.youtube.com/watch?v=obApJCKXOVo) 
3. 샤를의 법칙 (https://www.youtube.com/watch?v=kSBgvVzjpiw&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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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실생활과 그래프(코로나 19)  

학습목표
•바이러스의 특징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마약의 치사율, 의존도 그래프 제시

-   마약에 대한 그래프 표현처럼 코로나바이러스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한다는 목표 제시

[ 마약 그래프 ]

마약 그래프를 보고 본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 확인

전개  

 모둠활동   코로나바이러스 그래프 그리기

-   신종플루,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감염자 & 사망자 

표를 통해 바이러스 그래프 그리기

 모둠활동   코로나 방역 시행&미시행 그래프 해석

-   방역 시행 시 시간 증가, 감염자 감소.

-   방역 미시행 시 시간은 감소하지만, 감염자가 증가하고 의료 

한계를 넘는 결과 발생

[ 바이러스 통계표 ]

바이러스 통계표를 보고 바이러스별 

치사율, 감염률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실시

[ 코로나 방역 그래프 ]

영상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방역 시행 & 

미시행 그래프 해석 활동 실시

정리 및 평가

•  바이러스 그래프 정리하기

•  함수를 통해서만 그래프가 나온다는 오개념을  바로잡고 학습 

마무리하기

유의점 및 tip •  사전에 영상을 시청하여 학생들에게 방역 시행&미시행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준비하기

교수 학습 자료 (http://gg.gg/k16ah 참고)

코로나 방역 시행&미시행 설명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aXjlPD0i4U)

구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8,096명 1,632,258명 1,167명 28,646명 10,963,552명

전 세계 사망자 774명 19,633명 479명 24,349명 524,261명

치사율 9.5% 1.2% 41% 85% 4.7%

감염성 메르스 기준 약 7 약 140 1 약 24 약 9,394

전 세계 인구수 7,700,000,000명

참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각 차시 자료 탑재 : http://gg.gg/k16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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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수학(의미를 담은선)>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습니다.(정량)

차시 수행과제 평가내용 도달도 평균(5점만점)

2 물통을 보고 그래프 그리기
물통 그림 3개에 대하여 시간과 높이 

그래프로 표현하기
5점 4.1

3 그래프를 보고 상황 설명하기

제시된 2개의 그래프에 대하여 축과 

축을 설정 후 그래프에 대한 상황 

설명하기

3.5점 3.3

4 그래프를 왜곡하는 상황 찾기
왜곡된 그래프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요소를 찾고, 바르게 해석하기
4점 3.2

6 MBTI 궁합표 해석하기

MBTI 궁합표를 보고 자신의 성격과 

맞는 사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찾아보기

3.5점 3.0

8 바이러스 분석 그래프 그리기
주어진 자료를 보고 5개의 바이러스를 

전염성&치사율 그래프로 표현하기
5점 4.1

<수학(의미를 담은선)>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습니다.(정성)

차시 종합의견

2
여러 가지 물통의 모양을 보고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를 때,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좌표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물통의 모양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음.

3

수치가 주어진 자료뿐만 아니라 수치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화하는 요소를 찾아 좌표축을 설정하여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음.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에 맞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좌표축 바르게 

제시하여 상황을 1가지 이상 설명함.

4 그래프를 해석할 시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를 알고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를 찾아 바르게 고침.

6
좌표축의 성질이 적용된 MBTI 궁합표를 보고 자신과 맞는 성격, 자신과 맞지 않는 성격을 잘 찾았으며, 자신과 

타인이 다름에 대해 고민해 봄.

8 바이러스를 전염성과 사망률이라는 특징으로 축과 축 설정을 통해 그래프로 완벽하게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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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을 넘나드는 수업을 위해

  선의 의미를 담은 수업

이 수업은 작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좌표평면과 그래프 그리고 통계 단원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담아낸 

수업이다. 수업을 진행하며 가장 뿌듯했던 점은 그래프라는 말을 들으면 함수라는 단어가 떠올라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지레 겁먹고 있던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쳐냈다는 점이다. 모둠별로 물통 

모양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의 모습을 그리는 활동에서도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참여해 주었고, MBTI 검사를 활용한 수업에서도 좌표축의 원리를 바르게 활용하여 궁합표를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업이 끝나고 지나왔던 과정들을 되새겨 보면 학생들도 좋아했지만, 나 또한 수업이 재미있었다. 좋은 

수업자료와 수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기에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단순한 학습지나 프린트물이 

아닌 풍부한 수업자료는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물론 수업자료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게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는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투입한 노력과 시간만큼 결과가 좋았기에 이 수업은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나도 준비하고 연습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겨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본 수업자료는 여러 선생님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본 수업을 적용할 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본 수업자료를 통해 수업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한 번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 얻는 만족감과 유능감이 선순환을 일으켜 교과 수업에서도 좋은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수업 제작은 정말 작은 시도이다. 하지만 이 작은 시도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 움직임이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 

  점과 점을 잇기 위해

수업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실험적 재료의 부족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하는 수업이다. 마음 같아서는 

물통을 가져다가 일정한 양의 물을 붓고 높이의 변화를 표시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종류의 물통을 구하기 힘들고 일정하게 물을 붓고 눈금을 표시하는 실험적 상황 설계가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림과 자료만으로 활동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둘째, 저작권 문제였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학생들과 현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그래프로 수업을 나누고 

싶었지만, 자료 대부분이 저작권이 있었다. 라이선스가 없는 공공 자료(일명 CCL)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이번 수업에서 내가 준비한 자료와 그래프 역시 모두 저작권이 있었기에 내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표와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다. 

 나처럼 이런 문제를 공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의 수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partⅠ

66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바이러스 연구소

2019년, 무엇에서부터 기인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하였고,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첫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신종 바이러스였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확진자의 눈을 보기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둥,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으면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둥.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흩날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정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수업이 

출발하였다.

대림중학교 김정아

과학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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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올바른 정보 선택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본 수업에서는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맞는 기본적인 지식을 다룬다. 

•  나의 삶과 과학 연결 짓기이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사고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 감염병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과학 과목과 

접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삶과 연결 짓고자 한다.

● 수업 중점

•  학생들이 연구소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염병으로 인해 당면한 사회 현상들과 문제들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들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과학

과학적 사고력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교과역량 학습내용

과학적 사고력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 기술의 양면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교과 연계

•  중학교 1학년 과학에는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 균이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지구상의 생물들을 분류하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애매한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이라 깊이 있게 배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바이러스'라는 지식에서 더욱 무지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아이들과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였다.

•  이 수업을 통해 어떤 정보를 읽고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공동체적 역량을 통해 해결하는 법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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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감염병 관련 프로젝트 학습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담을 영역들과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기사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며 바뀌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  바이러스, 감염병 등과 관련된 자료 탐색하여 바이러스와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다룬 기사를 참고하였다.

•  팩트체크 홈페이지(https://factcheck.snu.ac.kr/)를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검색하고 이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였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과 다른 여러 분야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과학과 나의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과학 학습의 유용성과 즐거움을 알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 점검, 연구원으로서의 자신 표현하기
< 수행과제1 > 

연구원이 되어 자기 소개하기

2 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정체

3 항바이러스제를 찾아 방 탈출하기

4 가짜 정보의 위험성 <수행과제2> 

가짜 정보의 위험성과 코로나19 정보 팩트 

체크5 코로나19 정보 판단하기

6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알기

7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바로 알기

8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와 기술에 대해 조사해보기
< 수행과제 3 > 

코로나19 팬데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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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과학적

사고력

표현의 

독창성

독창적인 연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연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모습의 

이유를 표현함.

연구원의 모습을 그려 표현함.

유창성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과제에 

대한 발표를 유창하게 함.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과제에 

대해 발표함.

수행한 과제에 대해 발표함.

과학적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 

문제해결력

가짜 정보가 넘쳐날 때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논리적으로 씀.

가짜 정보가 넘쳐날 때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쓸 줄 앎.

가짜 정보가 넘쳐날 때 

생겨나는 주변의 문제를 찾을 

수 있음.

과학적 

정보 판단

가짜 정보를 찾고 진위 여부를 

신뢰할만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판단함.

가짜 정보를 찾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가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자기주도 

문제해결력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사회 

현상들을 알고, 비대면 서비스의 

명암을 분석함.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공동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함.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사회 

현상들을 알고, 비대면 서비스의 

명암을 이해함.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사회 

현상들을 알고, 비대면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해함.

창의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설명함.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설명함.

디지털 소외계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70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바이러스 연구소 입사 시험  

학습주제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 파악

학습목표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립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창의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1학년 학생들이 '바이러스 연구소'에 입사를 하는 상황극으로 시작

전개  

•  개인별로 시험을 치른 뒤 함께 채점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 상식을 

다짐.

•면접시험을 진행 

-   자신이 평소 연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린 그림이 자신이라 생각하며 자기소개 진행

수행과제 1 참고

정리 및 평가

•수석연구원 뽑기 

-   입사 시험과 면접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연구원에서 연구를 책임지고, 

연구소장(선생님)을 도와줄 연구원 선출

투표용지

유의점 및 tip

•  낯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사가 먼저 자신을 연구소장이라 소개하며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다.

•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제출받으면 좋다.

•  수석연구원 뽑기 활동을 통해 동료평가를 진행하되, 이때 창의성과 독창성, 유창성을 설명하며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수행과제 1 – 바이러스 연구소 입사 시험 

자기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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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정체  

학습주제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코로나19

학습목표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을 보여주기 유튜브 자료

전개  •  바이러스의 특징 설명

•  코로나19에 대한 이름과 이에 대한 과학 지식 설명

정리 및 평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찾아 탈출하자' 미션 수행 창의적 문제 준비

유의점 및 tip
•  항바이러스제 찾기 활동을 너무 어려워할 경우 적절한 힌트를 주어 활동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탈출 게임의 문제는 인터넷 검색(TV 프로그램, 창의적 문제 등으로 검색)하여 만든다.

항바이러스제를 찾아 탈출하자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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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진실과 거짓, 그리고 과학적 사고 1, 2  

학습주제 •코로나19,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

학습목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동화책 표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 동화책 준비

전개  

•  동화책 읽기 활동

-   역할을 나눠서 구연동화처럼 읽기

•가짜 정보가 넘쳐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상상하여 적어보기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짜 뉴스들을 읽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기

•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중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 팩트 체크를 해보는 활동 

진행하기

수행과제 2 참고

정리 및 평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기 창의적 문제 준비

유의점 및 tip

•  코로나19와 관련된 팩트 체크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증거를 찾기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순회 지도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참고 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988819

수행과제 2 – 코로나19 팩트 체크

(다음 자료는 가독성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 동화책을 읽고, 정보를 듣고 판단할 때, 가짜 정보가 넘쳐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써보자.

 •  거짓 정보가 많아지면 소중한 생명들이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또, 진실된 정보가 가짜 정보라고 소문이 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  잘못 없는 사람들이 가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제 3자에게 이야기가 전해지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 연구일지2 - 코로나19 팩트 체크 ]

□ 코로나19에 대해 내가 궁금한 정보는?

•  코코넛 워터는 정말 코로나를 예방해줄까?

□ 내가 궁금한 정보를 어디서 보았나요?(정보의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권서방, 제목 : <코코씸> 코코넛워터-면역력에 좋은 / 코로나 예방하기!!                        

□ 내가 궁금한 정보의 진실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자.

•진실 혹은 거짓?   (거짓)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판단하게 한 근거자료의 출처 :  위키백과 - 코코넛 워터         

•  진실 혹은 거짓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코코넛 워터는 100mL당 19 칼로리이며, 물 95%, 탄수화물 4%, 단백질과 지방은 1%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코넛에는 소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됨. 건강에는 조금 좋은지 몰라도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없다.                

□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써보세요.

궁금한 정보에 대해서 타당한 정보를 곰곰이 생각한 뒤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찾아본 뒤 받아들여야 한다.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인 태도로 보고, 보는 사람은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이용해 잘 판단해야 한다. 



73

part Ⅰ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과

학

8·9차시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 기술  

학습주제 •팬데믹, 기준금리, 빅 데이터 분석

학습목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비대면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    팬데믹에 대해 알아보기

-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여줌
최근 뉴스 기사 활용

전개 

•  팬데믹 선언 이후 상황들을 설명하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학습

-     간단한 경제 용어를 학습하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  비대면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  비대면 기술의 명암을 생각해보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봄

수행과제 3 참고

정리 및 평가
•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봄

유의점 및 tip

•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기사:검색창에 '기준금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등으로 검색

•  빅데이터 자료:http://bigdata.emforce.co.kr/index.php/2020031201/

수행과제 3 –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

(다음 자료는 가독성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 연구일지 4 –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 ]

✿ 팬데믹 선언 이후의 상황들

□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를 써보자.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돈이 부족해 대출을 하고 싶어도 이자가 많아 빌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를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빌려 갈 수 있도록

□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관심사 변화에 대한 글을 읽고, 현대인들의 생활 변화에 대해 토의하고 정리해보자.

•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이나 학생, 교사들이 회사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도 가지 못하고, 배달을 

시키거나 집에만 있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진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 위 예시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찾아보자.

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② 개학이 연기되어 인터넷 수업을 한다.

③ 공공장소에 손 소독제와 발열체크를 하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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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구분 교과역량 평가 수준

바이러스

연구소

과학적 사고력
가짜 정보가 팽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상, 분석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정보의 진위를 과학적 근거와 분명한 출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과학적 문제 

해결력

코로나-19로 인해 변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글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여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비대면 기술의 명과 암을 이해하고, 사회 변화와 과학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표현의 독창성 유창성

자기주도 
문제해결력

과학적 
정보 판단

자기주도 
문제해결력

창의성

차시별

평가

차시 평가내용 도달도(5개 만점)

1 연구원이 되어 자기 소개하기 ★ ★ ★ ★ ★

4~5
가짜 정보의 위험성과 코로나-19 정보 

팩트 체크
★ ★ ★ ★ ☆

8~9 코로나-19 팬데믹 ★ ★ ★ ★ ☆

종합

평가

•  ‘바이러스 방 탈출’ 수업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시간 내에 

해결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 동화책을 읽고 가짜 정보가 팽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상,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썼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습득함. 

코로나-19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함. 온라인에 퍼져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판단하는 등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킴. 사람의 면역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기 방법을 터득함. 특히 손 씻기 실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글을 통해 날카롭게 분석할 줄 알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토의함. 

•  공동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사용법을 창의적으로 설명해 내는 등 

즐겁게 수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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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용돌이 가장자리에서

  소용돌이 가장자리에서 쓰는 성찰 일기

처음 이 수업을 계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과학에 대해 이 정도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을지,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닐지 하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첫 원격수업 시작일, 구글 설문지로 

'바이러스 연구소 입사 시험'과 '자기소개 영상'을 받으며, 그 끝에, 왜 이 수업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니 걱정이 사라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답을 서술하였다. 갓 초등학생 티를 벗은 아이들이지만,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니, 사회 문제를 통해 유의미한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전에는 없던, 신종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수업이기에, 사전준비가 만만치 않았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아이들도 아는 듯,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수업의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고, 그렇기에 

아이들이 오롯이 혼자 집중하여 수행한 과제들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사고 과정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자료 검색이나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웠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해 교사로서 배운 점은, 교사가 모든 걸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머릿속에 '1학년 아가들'이라는 

단어가 깊게 박혀있어, 자료를 자꾸 구조화하여 전달해주려는 생각이 강했다. 준비하다가 하루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빈칸을 뻥뻥 뚫어놓은 학습지를 제공했는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과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아, 아이들을 조금 더 믿어도 되는구나', '자기주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기존 수업 자료가 거의 없거나 새로운 주제로 과감히 수업을 꾸려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 용기를 

주고 싶다. 수업자료를 완벽히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내시라고 말이다. 조금 부족할지언정 교사의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아이들은 교사를 따라주고, 조금씩 발전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매일 가르치던 암석, 

중력, 원소기호와 같은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 

주제선택 수업이었기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함께 해결해야 할 것들

첫째,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수업으로 바이러스 연구소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동화책이나 기타 사진 자료들을 이용할 때 저작권 관련 부분이 힘들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에게도 저작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둘째, 각 차시별 내용이 맞물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코로나19를 주제로 여러 

영역을 다뤘지만, 이 책자를 만들며 정리하다 보니 각 수업 간 연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전 차시에 

배웠던 내용을 다음 차시에 이용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으면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한 번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의미하게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 사회 문제와 연결된 가치 선택 수업 필요하다. 이 수업의 최종 목적은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한 과학적 소양 

함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목적에 비해, 아이들이 실제로 했던 활동들은 지극히 국소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등의 소양을 바탕으로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이어진다면 실생활 

적응력을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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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심화 주제선택활동

탁구공을 운반하는 창의적 진동카

‘진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 교과와 관련한 핵심 

역량 및 기술적 소양을 함양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을 

키워주고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중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염두해두었다. 공학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상상한 

것을 설계(design)하여 만들어(making)내고 그것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협동 프로젝트를 하거나 

실제로 만나서 실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계획하였다.

진동을 사용하거나 피하면서 진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하던 중 설계한 

것이 바로 ‘탁구공을 운반하는 창의적 진동카 프로젝트’이다. 진동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동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 나아가 반성적 사고로 

진동카를 개선시켜가며 자신만의 진동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피지컬 코딩이 가능하도록 수업 설계를 했다. 수업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도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차 산업혁명 

주역으로서의 학생들이 필수로 함양해야 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싶었다.

염창중학교 염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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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피지컬 코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 산출

•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수업이 동기화되도록 수업 설계

•  관련 교과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갖춤.

•  기술 교과의 특징인 조작적 활동을 통한 기술적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둠.

● 수업 중점

•  주제 선택 심화 활동을 준비하는 교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수업 설계

•  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 그에 대한 해법 제시 

•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시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  정보처리능력 개발에 중점을 둠.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기술

기술적 문제 해결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9기가04-10]   수송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수송 
기술의 특징과 발달과정을 설명한다.

기술 활용 능력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기술적 
문제 해결

진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창의적 탁구공 운반 진동카’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진동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탐색, 실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기술 활용 능력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라 피지컬 코딩을 배우고 진동카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코로나19사태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기화 하여 
개별학습이 가능한 프로젝트 시행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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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 창의적 진동카 만들기 기초, 보통 단계 ]

•  1학년 기술 수업에서 조작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실제 창의적 진동카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계를 배운다. 이 단계에 따라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교과 

역량을 달성할 수 있다.  

[ 창의적 진동카 만들기 심화 단계 ]

•  정보교과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초적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히며 피지컬 코딩을 배운다.

● 사전 준비 

[ 제작해보기 ]

•  설계, 실습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단계마다 2~3번 정도 만들어 보면서 수업자료에 기재된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수업자료에 없는 

문제점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다.

[ 피지컬 코딩 연습하기 ]

•  진동카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선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탁구공 운반 진동카를 제작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자 

부품은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등이 있다. 이 자료에선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제작 방법이 소개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접속방법, 구성품, 동작 방법 정도)을 이해하고 있어야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평가 방법 숙지하기 ]

•  본 수업은 총 3단계로 매 단계마다 피드백을 통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성취기준이 

마련되고 루브릭(채점기준)을 통해 전인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교사는 평가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그 학교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길 권장한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진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이용한 물품을 알아볼 수 있다. 

•  ‘진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예’, ‘진동을 적극적으로 피한 예’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학생 스스로 제작도를 통해 만들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문제점을 나열하여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학생이 개선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와 활동지에서 제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진동카를 비교하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어 반성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에 피지컬 코딩을 입혀 ‘제어가 가능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를 만들어 보고, 

기존에 제공되었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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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수업 구성

구분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기초

1

•간단한 수업 소개

•진동에 대한 개념, 다양한 실생활 사례 알아보기

•진동카의 작동원리 및 추진 원리를 알아보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1>

2
•제작도를 보고 기본적인 진동카 만들어 보기

•기록 재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2>

3
•기본 진동카의 문제점 파악하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탐색, 선정
<수행과제 및 평가지3>

4 •결과를 바탕으로 구상도 스케치하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4>

보통

5
•구상도 스케치를 바탕으로 개선된 탁구공 운반 진동카 만들기

•기록 재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5,6>

6
•교사가 제공하는 문제점 개선 탁구공 운반 진동카 수정하기

•기록 재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5,6>

7
•  학생이 만든 진동카와 교사가 제공한 진동카를 학생 스스로 

비교해보고, 교사 피드백 제공하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7>

8

•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를 만들고 

처음 만든 작품과 기록을 비교해보기

•공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정리, 마무리

<수행과제 및 평가지8>

심화

9
•마이크로 비트에 대한 이해

•간단하게 구동방법, 구조, 코딩방법 등 간단하게 소개
<수행과제 및 평가지9>

10

•  마이크로비트에서 추가 구성품 안내 및 진동카에 어떻게 

사용될지 안내

•코딩에 대한 안내(출력 조정, 무선 신호를 이용한 조정)

<수행과제 및 평가지10>

11 •마이크로비트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11>

12

•  나만의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 

만들기 스케치하기

•코딩하여 적용해보기
<수행과제 및 평가지 12-14>

13-14
•  나만의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 

만들기

평가 15-16

•작품 발표 및 평가

-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발전 과정을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

<수행과제 및 관찰지 15,16>



80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교과

역량

기술적 

문제해결

진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진동을 동력으로 효율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공학적 

사고를 함. 또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탐색, 실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진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진동을 동력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공학적 

사고를 함. 또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탐색, 실현함.

진동에 대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알고 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진동을 동력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공학적 사고가 

필요함. 또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탐색,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기술 활용 

능력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구상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제작을 

하였고, 이음새를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진동이 바닥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듦. 또한 

피지컬 코딩을 담은 창의적 

진동카가 잘 제어된 움직임을 

가짐.

안전사고에 부분적으로 

유의하여 구상도를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고, 이음새를 

마무리하여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듦. 또한 

피지컬 코딩을 담은 창의적 

진동카가 제어된 움직임을 가짐.

안전사고에 부분적으로 

유의함이 필요하며 구상도를 

바탕으로 제작하고자 노력함. 

이음새를 마무리하여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듦. 

또한 피지컬 코딩을 담은 창의적 

진동카가 제어된 움직임을 

가지도록 노력함.

자기

관리

역량

자기주도

능력 및 

완성도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는 높은 인내력을 

보여줌. 매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우 협조적임.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고 매시간 수업에 

참여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업 시간에 부분적으로 참여함.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냈으며, 

다양한 방법의 코딩으로 문제 

접근 및 해결을 원활하게 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냈으며, 

1~2가지의 코딩으로 문제 접근 

및 해결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며 

코딩으로 문제 접근 및 해결을 

부분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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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5차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학습목표 •아이디어를 적용한 진동카를 만들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수행활동 및 평가지에 그린 구상도 확인  개별평가 

-   지난 시간에 그린 구상도를 확인시키고 만들 때 주의점 안내
자신이 제작한 진동카

전개  

•재료 준비 및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

-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

- 개별 재료를 준비시키고 진동카를 만들기 위한 도구 안내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   구상도에 표현한 자신의 진동카 제작

•완성이 되면 기록 재기

-   자신의 개별 기록지에 기록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유의사항    구상도에 표현한 의도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

<수행과제 및 평가지 5,6>

재료 및 도구

정리 및 평가

•기록이 개선되었는가를 발문 후 정리

- 기록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 것인가 고민해보기

-   차시 예고 시 기본 제공 제작도로 제작한 탁구공 운반 진동카의  

문제점을 개선 시킨 탁구공 운반 진동카의 제작도 제공, 제작 안내

유의점 및 tip

•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진행될 경우 과정 개별재료 제공 및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영상 경로 

안내(유튜브 등)

•  학급별 수업 플랫폼 구축

구상도 확인하기 구상도를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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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탁구공 운반 진동카 만들기  

학습목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코딩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

•코딩이 적용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를 만들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알고리즘 흐름도와 코딩의 목적 설명 자신이 제작한 진동카

전개  

•  무선으로 진동카를 작동 및 정지, 진동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는 코딩 안내

- 라디오파에 대해 이해

-   확장보드를 사용하여 출력을 제어함.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코딩이 완료되면 마이크로비트가 작동할 수 있는 진동카 몸체 만들기

-   제작도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제작하도록 안내.

-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진동카의 몸체 제작

•진동을 제어하며 탁구공을 운반시켜보기

-   기록 측정

 유의사항    제작도 대로 제작했으나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

<수행과제 및 평가지5,6>

재료 및 도구

정리 및 평가

•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여 무선 제어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코딩을 해볼 수 

있도록 과제 안내

-   차시에는 나만의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진동카 제작 (예: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는 진동카)

유의점 및 tip
•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진행될 경우 과정 개별재료 제공 및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영상 경로 

안내(유튜브 등)

마이크로비트로 코딩하기 마이크로비트 구성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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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QR코드를 이용해 과제수행활동 및 평가지 다운받기

- 학교 실정에 맞게 한글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기(16차시준비)

- 개선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교사용, 학생용, 제작도(기초, 보통 단계용)

과제수행활동 및 평가지 QR코드

차시별 과제수행활동 및 평가지(QR코드 확인)

- QR코드를 이용해 제작 영상 다운받기

- 영상을 보고 미리 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보기

- 학교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생각하기

제작 영상 보기 QR코드

제작 영상 트랙에서 운행하는 모습 직접 제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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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수업지도안(QR코드 확인)

- QR코드를 이용해 차시별 수업지도안 다운받기

- 학교 실정에 맞게 한글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기(16차시 준비)

- 개선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차시별 수업지도안 다운로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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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지난 8주 동안 <탁구공을 운반하는 창의적 진동카>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주 단계 교수·학습 활동

1주

기

초

•간단한 수업 소개
•진동에 대한 개념, 다양한 실생활 사례 알아보기
•진동카의 작동원리 및 추진 원리를 알아보기

•제작도를 보고 기본적인 진동카 만들어 보기
•기록 재기

2주

•기본 진동카의 문제점 파악하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탐색,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상도 스케치하기

3주

보

통

•구상도 스케치를 바탕으로 개선된 탁구공 운반 진동카 만들기
•기록 재기

•교사가 제공하는 문제점 개선 탁구공 운반 진동카 만들어 보기
•기록 재기

4주

•학생이 만든 진동카와 교사가 제공한 진동카를 학생 스스로 비교해보고, 교사 피드백 제공하기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를 만들고 처음 만든 작품과 기록을 비교해보기
•공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정리, 마무리

5주

심

화

•마이크로 비트에 대한 이해
•간단하게 구동방법, 구조, 코딩방법 등 간단하게 소개

•마이크로비트에서 추가 구성품 안내 및 진동카에 어떻게 사용될지 안내
•코딩에 대한 안내(출력 조정, 무선 신호를 이용한 조정)

6주

•마이크로비트를 적용한 진동카 만들기

•나만의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 만들기 스케치하기
•코딩하여 적용해보기

7주 •나만의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한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 만들기

8주
•작품 발표 및 평가

-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발전 과정을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

<탁구공을 운반하는 창의적 진동카>프로그램에서 ○○○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치는 반성적 사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제공한 창의적 진동카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아 적용시켜 제작함. 진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동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진동을 
동력으로 효율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공학적 사고를 함.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탐색, 실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는 인내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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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QR코드를 이용해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다운로드

- 학교 실정에 맞게 한글,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 

- 개선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다운로드 QR코드

평가기록

생활기록부 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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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음까지 운반하는 창의적 진동카

  막연한 시작에서 더 큰 꿈 성취까지

탁구공을 운반하는 진동카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걸 하면 재밌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행했다. 그 당시는 주제선택활동이 처음으로 운영된 시기라 제대로 된 수업 설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나친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공학적 사고에 소질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시작조차 버거워하는 학생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와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고생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앞서 발생되었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자료를 만들게 되었다. 

본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조작적 활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성취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 

선택하고 그것을 적용한 자신만의 진동카를 만들어 내어 개선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이 강제로 만들어 준 수업환경과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분을 개선했고, 이 수업에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용하실 선생님들이 다른 자료를 찾지 않아도 수업 진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 과제활동 및 평가지, 모든 

차시의 지도안을 업데이트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수업자료보다 더 좋은 자료로 개선하여 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내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에서 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모든 차시마다 과정중심평가 활동 

및 평가지를 만들었고, 매 차시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공유하기 위한 경로도 지정해 주었다. 또한 주요한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따라서 지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개선점을 찾고, 교사가 해당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지도안, 학습지를 직접 제작해보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코딩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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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타고 문화여행

대중음악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음악인데도 

실상 학생들은 대중음악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음악으로 발전했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이는 늘 커다란 짐처럼 느껴졌기에 대중음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으로 본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중동중학교 민세나

음악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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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음악의 기원에 대한 대략적 맥락을 알 수 있도록 대중음악 및 문화사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알고 있던 음악 이외의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음을 알고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해 배운다. 

•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음악 관련 산업의 변화와 이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음악 기록 및 저장매체 발달사, 

음악 산업 발달사에 대해 탐구한다.

•  시대별 대표곡 감상 및 뮤직비디오 시청, 트로트 선율 창작, 랩 작사, 음악 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지평을 넓힌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음악

음악적 감성 
역량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음악정보 처리 역량 [9음03-02]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음악적 
소통 역량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음악적 감성 역량 감상 및 비평문 작성, 선율 창작, 랩 가사 작사  

음악정보처리 역량
기술발달(정보통신, 영상기술, 저장매체 등)에 따른 대중음악의 발달 관련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포스터/만화 제작 등  

음악적 소통 역량 한국 대중음악사 강의 

자기관리 역량 대중음악 인식 점검 자기평가, 장르별 특징 학습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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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  근현대시대 한국대중음악 발달의 큰 줄기(근현대시대 한국 대중음악사), 시대별 히트곡 감상 및 비평문 작성, 

유형별 뮤직비디오 감상 및 비평문 작성 활동 등을 통해 해당 음악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  각종 기술발달과 음악 및 문화산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프로젝트 수행(기술발달과 음악 산업 관련 

만화 그리기/기술과 문화산업 발달 포스터 제작, 인터넷 발달로 인한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발전이 

대중음악에 가져온 변화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음악의 가치와 기능을 이해한다. 음악 관련 산업의 배경에 

대하여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  랩의 특성을 살린 랩 가사 작사 활동은 다른 예술의 표현 수단(글)과의 결합을 통해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다. 

•  트로트 5음계를 활용한 선율 작곡을 통해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작품을 만들 수 

있다. 가요 한 대목 따라 부르기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느낌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사전 준비 

•  중학교 교과서 14종 내 대중음악 관련 내용 분석 

•  관련 도서 및 미디어 자료 검색

- 대중음악 관련 간행물1), 단행본2), KTV 국민방송 영상자료, 유튜브 등  

•  관련 기관 탐방 

- 한국대중음악박물관(http://www.kpopmuseum.com/)

· 소리 재생의 역사, LP제작과정,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관, K-pop 특별 전시관 등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오 백년사, k-pop 백년사 등 다양한 자료 열람 가능  

- 참소리 축음기 & 에디슨 박물관(http://www.edisonmuseum.kr/)

· 축음기, 뮤직박스, 라디오, TV 등 전시관 및 사이버 전시관 운영 

· 음악감상실을 통해 축음기 소리부터 현대 CD, LD, DVD까지 소리역사의 발전사 경험 가능 

1) 박준흠(엮음), 대중음악 Sound Vol.3 - 한국 대중음악 100년, 포노 (2011)

박준흠(엮음), 대중음악 Sound Vol.5 - 한국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산업, 포노 (2012) 

박준흠(엮음), 대중음악 Sound Vol.8 - 한국의 음악산업정책, 태림스코어 (2014)

2) 김형찬, 한국대중음악사 산책, 알마출판사 (2006)  

강일권 외, 대중문화 트렌드 2018 - 뉴미디어와 콘텐츠의 결합, 마리북스 (2017) 

김성민, 케이팝의 작은역사, 글항아리 (2018)

한동윤,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 : 힙합의 시초부터 내가 만드는 힙합까지, 자음과모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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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대중음악사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 음악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시대별 음악 감상, 뮤직비디오 시청, 랩 가사 작사, 트로트 선율 작곡 등 다양한 음악 활동 경험을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

•  기술발달과 대중음악 관련 산업 간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중음악 관련 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 다양한 사례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대중음악에게 말 걸기  - 나의 대중음악 인식 점검 

 -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 

 - 대중음악 선호도 조사

<수행과제 1> 
대중음악 관련 인식 정도 및 선호도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대중음악 이해도 파악

2~3

•한국 대중음악 발달의 큰 줄기-1     - 일제강점기~1980년대 대중음악 발달사 

 - 1970년대 이후 청년문화의 등장 원인

 - 댄스음악의 등장 배경  

 - 음악 감상 및 가창 

4~5

•한국 대중음악 발달의 큰 줄기-2  - 1990년대 대중음악 발달사  

 - 댄스그룹 및 발라드 가수의 증가   

 - 전문적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도래 

 - 뮤직비디오 감상 및 가창

6~7
•한국 대중음악 발달의 큰 줄기-3  - 2000년대의 대중음악사

 - 걸그룹, 보이그룹으로의 편중 

 - 전자음악시대, 보는 음악 시대의 도래 

8~9

•한국 대중음악 발달의 큰 줄기-4  - 2010년대 ~ 2018년의 대중음악사

 -   기술 발달(영상기술, 저장매체 등)에 따른 

대중음악의 변화 

 - K-pop의 세계화 

<수행과제 2>
기술발달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및 

문화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한 모둠별 프로젝트 

수행(만화 그리기/홍보 포스터 제작(택1), 주제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형 평가) 

10~11
•한국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 1 

   – 트로트

 - 트로트 발달사

 - 대표음악 감상 및 트로트 선율 작곡

 - 예능으로부터 시작된 트로트 열풍 진단 

<수행과제 3>
트로트 음계를 활용하여 8마디의 트로트 

선율 작곡(활동 중심형 실기평가) 

12

•한국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 2  

   – 댄스 

 - 댄스음악 발달사 

 - 남녀 댄스그룹의 다양한 컨셉

 - 대표음악 감상 

 - 토론(댄스가수의 립싱크는 과연 합당한가?) 

 

13~14
•한국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 3 

   – 힙합

 - 우리나라 최초의 랩 및 힙합 발달사 

 - 힙합음악에 반영된 저항의식 

 - 랩 가사 작성

<수행과제4>
라임, 펀치라인 등 랩의 특징을 살린 자유로운 

랩 가사 작성(활동 중심형 실기평가)

15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진단  - 오디션 프로그램 발달사

 - 토론(오디션 프로그램의 명암 관련)

 

16

•대중음악 인식 점검 

 

 -   수업을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글쓰기

<자기보고서 작성>
수업 중 새로 알게 된 대중음악의 다양한 모습이 

앞으로 나의 삶에 미칠 영향과 내 감성의 변화 

정도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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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음악적

감성

역량

- 5음 음계 활용

- 장르 적합성   

- 분량(8마디)

주어진 5음 음계와 리듬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조합하여 트로트 느낌이 

표현되는 8마디의 선율을 

창의적으로 창작할 수 있음.

주어진 5음 음계와 리듬을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비교적 트로트 

느낌이 표현되는 8마디의 

선율을 창작할 수 있음.

주어진 5음 음계와 리듬을 

조건에 따라 조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8마디 중 

일부 선율을 창착함.

- 힙합관련 이해도

- 주제 적합성

- 운율

- 분량(10마디이상)

힙합 음악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운율에 

맞추어 10마디 이상의 랩 

가사를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 창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힙합 음악의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운율에 

맞추어 5-9마디의 랩 가사를 

작성할 수 있음.

힙합 음악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와 운율에 

맞추어 1-4마디의 랩 

가사를 작성할 수 있음.

음악정보

처리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   기술발달과    

음악 산업의    

변화(보고서)

-   문화발달과의  

연관성(보고서)

-   홍보 포스터

-   관련 만화

   *모둠별 주제

기술발달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및 

문화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서에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함.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창의적인 포스터/만화를 

작성함.

기술발달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및 

문화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서에 비교적 

논리적으로 기술함. 주제가 

어느 정도 드러나도록 

포스터/만화를 작성함.

기술발달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및 

문화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서에  

논리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포스터/만화 

를 일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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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대중 음악에게 말 걸기

학습목표
•대중음악에 대한 자신의 인식 정도 및 다른 학생들의 대중음악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대중음악의 대표적 장르에 대해 이해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서로 다른 장르의 대중음악을 들려주고 공통점 찾아보기 

-   서로 다른 장르의 대중음악을 3~4곡정도 들려주고 

‘대중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   ‘대중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 나누기

-   소리에 집중하여 음악 감상 

-   ‘대중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생각 나누기

전개 

•대중음악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설명

-   학생들의 응답을 제한하지 말고 대중음악에 대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함께 광의적으로 해석해보기

•학생들의 대중음악 관련 인식도 평가하기     

•  학생들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의 장르를 알아보고 국내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악 장르의 특징을 5~10개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게 하기 

-   대중음악의 장르는 수십개에 달하나, 시간의 제약과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 교사가 약 5~10개 정도 선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정의와 비교해 보기

-   자신이 알고 있는 대중음악의 장르, 

가장 좋아하는 가수와 곡 등 대중음악 

관련 인식도를 스스로 평가해보기 

-   각 장르별 설명과 예시 음악을 들으며 

대중음악 장르에 대해 이해하기  

정리 및 평가 
•대중음악의 정의와 장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대중음악 관련 인터뷰 과제 배부

-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대중음악에 대한 

밑그림 그려보기

-   인터뷰를 누구에게 할지 생각해보고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유의점 및 tip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하지만 막상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갑자기 무겁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생 활동결과-학생 결과물 전사>

활동의 의도: 대중음악에 대한 다른 세대의 생각을 나눠보고 공감해보고자 함.

[인터뷰대상 – 형(고1)] [인터뷰대상 – 엄마(40대)] [인터뷰대상 – 삼촌(50대)]

1. 좋아하는 가수와 곡, 이유

- 저스틴 비버, Love your self

- 좋아하는 장르이고 음이 좋음.

1. 좋아하는 가수와 곡, 이유

- 이소라, 신청곡

-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부르는 창법과 가사, 

선율, 목소리 모두 좋음 

1. 좋아하는 가수와 곡, 이유

- SG워너비, 가족사진 

-   감성이 풍부한 창법과 절절한 가사가 

좋음.

2.   학생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노래와 그 

이유

- 이적, 거위의 꿈 

-   희망을 가지고 꿈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가사가 좋음. 

2.   학생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노래와 그 

이유

- 신해철, 그대에게 

-   젊음과 패기, 열정이 담겨있는 곡이므로 

학생들에게 힘이 될 듯

2.   학생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노래와 그 

이유

- 김창완·아이유, 너의의미 

- 가사에 담긴 의미가 힘이 됨.

3. 우리나라 최고가수와 그 이유

- 방탄소년단(BTS)

-   세계에 K-POP을 알린 자랑스러운 

가수이기 때문임.  

3. 우리나라 최고가수와 그 이유

- 김광석

-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임.

3. 우리나라 최고가수와 그 이유

- 조용필

-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인기있고 한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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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차시 한국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1 – 트로트 / 90분 블록타임

학습목표
 •트로트 발달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트로트 5음 음계를 활용하여 8마디의 트로트 선율을 만들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  트로트 관련 예능프로 영상을 시청하고 근래에 시작된 

트로트 열풍의 원인과 대중음악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   영상을 시청하면서 트로트 열풍의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고, 이것이 대중음악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개 

•  일제강점기, 트로트가 유입된 경로를 당시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기

•  시대별 트로트 대표곡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느낌 적기

•  모두 잘 아는 음악을 원곡과 트로트 버전으로 

노래하면서 차이 알아보기

•  트로트 음계에 대해 이해하고 조건에 맞추어 8마디 선율 

창작하기 

-   트로트음악의 가사나 분위기가 시대상황에 따라 

어떤식으로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악곡을 감상하며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적기

-   ‘학교 종이 땡땡땡’의 서로 다른 버전을 노래하면서 차이 

느끼기  

<원곡>

<트로트버전>

-   트로트 5음 음계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추어 트로트 느낌이 

나는 8마디 선율 창작하기

정리 및 평가 
•모둠원들과 함께 완성된 선율 불러보기

•잘 된 모둠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평하기

-   교사의 반주에 맞춰 완성된 선율을 불러보면서 수정하기  

-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하며 잘된 점과 개선할점  나누기

유의점 및 tip
•모둠원들과 함께 완성된 선율 불러보기

•잘 된 모둠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평하기

<학생 활동결과-학생 결과물 전사>

활동의 의도: 트로트 선율을 만들고 불러봄으로써 트로트 장르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알고자 함. 

<학생작품 2>

<학생작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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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차시 한국 대중음악 대표 장르 탐구3 – 힙합 / 90분 블록타임

학습목표
•힙합음악 발달사와 힙합음악속에 반영된 저항의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랩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10줄 가량의 랩 가사를 작성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  디제잉, 그라피티, 비보잉, 랩 관련 영상이나 그림을 

짧게 보여주고 힙합의 요소에 대해 간단하게 느껴보기 

-   해당 시각 자료를 보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전개 

•  1960~1970년대 미국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알아보면서 흑인들에게 힙합 음악이 생겨난 이유를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기

  

•  힙합의 4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  힙합 용어를 예문을 통해 이해하기 

•  랩 창작을 위한 주제 선정하기

•  힙합의 특징을 살려 4비트로 10마디 이상의 랩 

작성하기

-   당시 흑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을지 생각해보고 

만일 내가 겪은 차별에 대해 예술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의견 나누기 

 -   디제잉, 그라피티, 비보잉, 랩 관련 영상을 보고 특징 

이해하기  

-   힙합 용어를 예문을 통해 이해하고 각 요소에 맞는 

예문을 스스로 작성하기 

-   랩 창작을 위한 주제를 고민하고 가장 관심있는 영역 

선정하기 

-   힙합의 특징을 살려 모둠원들과 함께 4비트의 

10마디 이상의 랩 작성하기 

정리 및 평가 
•완성된 랩 가사를 리듬에 맞게 읽어보기

•잘 된 모둠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기

-   교사가 준비한 비트 중 맘에 드는 것을 골라 

모둠원들이 함께 랩 가사를 읽기

-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하며 잘된 점과 개선점 

나누기

유의점 및 tip

•  랩 가사 작성 시 주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몇 개의 주제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면 좋음. 

•  정해진 분량이 10마디지만 이를 어려워한다면 분량에 구애받지 말고 힙합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수월함.

<학생 활동결과-학생 결과물 전사>

활동의 의도: 라임, 펀치라인, 언어유희 등을 적용하여 랩 가사의 특징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자 함. 

주제 – 드립 

오늘 나는 애완동물 샵에 갔지 

거기에서 나는 바닷가재를 봤지  

그래서 나는 그 바다에 갔지 

그 바다에서 과일 생각이 났네 

그래서 오렌지를 먹으며 

이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랜지 

그래서 나는 바나나를 먹었지 

여자 친구에게 건네며 말했어

바나나 먹고 내게 반하나?  

주제 – 지겨운 공부 

나는 항상 하지 상상

서연고 가는 상상

1등급 맞는 상상

하지만 그건 나의 망상

시험 잘 보자 다짐하지 항상

머리가 백지가 되는 현상

내 성적표는 울상

울엄만 엎지 밥상 

주제 – 숲의 위대함 

맛있는 양식은 soup 

제일 깨끗한건 soap 

그리고 위대한건 숲 

숲은 없어져 soon

위대한 자연의 soul 

숲은 생명의 source 

숲은 자연의 school 

다 없애 버렸어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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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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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결과물 (활동지 내용 전사)

● 내가 생각하는 대중음악이란?

 -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 

 -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자주 불려지는 음악 

 - 현대인들의 가장 큰 휴식처 

● 감상곡 비평  

•박향림, 오빠는 풍각쟁이야(1938) - 흥겹고 신난다, 파격적인 가사가 인상적이다. 

•현인, 신라의 달밤(1947) - 가수의 창법이 너무 특이해서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겠다. 엄청 떤다.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1987) - 지금보다 춤이 엄청 간단하다. 요즘노래랑 비슷하다. 

•샤크라, 한(2000) - 4차원적이다. 인도컨셉인 것 같은데 아직 인류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보인다.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2008) - 마치 낭송같기도 하고 판소리 같은 랩을 해서 특이하다. 

•  UV, 쿨하지 못해 미안해(2010) - 저예산 뮤직비디오와 가수가 개그맨이라는 것 때문에 질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음악적으로 괜찮았다. 

•  김연자, 아모르파티(2013) - 트로트라고 생각했는데 EDM같아 놀랐고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좋았다. 또한 흥겨운 분위기와 

달리 가사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 이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대중음악이 무엇인지와 대중음악의 발전, 여러 가수들과 여러 종류의 음악을 알게 되었다. 또 각 장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예전 시대 대중음악들의 매력을 느꼈다. 앞으로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  원래 2000년대 가요밖에 몰랐지만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노래과 1900년대의 노래를 알 수 있었다. 재미있는 

시간여행이었다. 

•  대중음악 역사 속 많은 가수/그룹과 그의 노래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대중음악의 발전을 알 수 있었다. 

•  랩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보니 한시간을 만들었는데 읽어보니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3분이 넘는 

랩을 만드는 래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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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평가의도

1.   선율 창작, 랩 작사: 특정 장르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하고, 이를 음악 이론에 적용하여 창작영역으로 표현해보고자 

함. 

2.   프로젝트 수행: 음악 관련 산업과 대중음악 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음악과 문화산업과의 

연관성을 학습해보고자 함.

평가내용

1. 트로트 5음 음계 및 트로트 주요 리듬을 활용한 8마디 선율 창작(개인)

2. 라임, 펀치라인, 언어유희 등 랩 가사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랩 가사 작성(개인) 

3. ‘  기술발달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및 문화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주제 관련 만화 그리기, 홍보 

포스터 제작, 보고서 작성 등)

평가 도달도

구분 5음 음계 활용 장르 적합성 분량(8마디)

상

중

하

구분 힙합관련 이해도 주제 적합성 운율

상  

중  

하

구분
보고서

(기술발달과 음악산업의 
변화)

보고서
(문화발달과 음악산업의 

변화)
홍보포스터 만화그리기

상  

중  

하

교사 종합평가

대중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대중음악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학생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대중음악은 대부분 노래의 주제가 같아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이 수업을 

통해 대중음악과 친숙해지고자 하는 학습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함. 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라디오, TV, 음악 저장매체, 전자악기 등 과학 기술의 발달이 대중음악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학습함. 5음 음계를 활용한 트로트 선율 작곡 활동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모둠원들과 함께 가사도 쓰고 한도막 형식의 선율을 꽤 완성도 있게 창작함. ‘음식’을 주제로 한 랩 

가사 작사 활동에서 여러 배달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독창적인 랩을 완성함. 

    담당교사                            (인)

    학  부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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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변화되는 시간 

  실패한, 그러나 성공한 수업 

야심찬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은 반 정도 실패했다. 내 계획은 꽤 그럴싸했고 의욕은 충만하였으나, 

그럴싸한 계획과 충만한 의욕은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어 재미있는 내용도 재미없게 만들어버렸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어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활동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했다. 정작 음악을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수업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되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내 욕심이었다.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의 일부를 과감히 덜어내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학생들의 결과물이 없으면 뭔가 수업을 한 것 같지 않아서 수업 중에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고 작성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물보다는 학생이 그 시간에 느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귀가 가장 중요한 매개인 ‘음악’인데 난 무엇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러나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의미 

있게 다뤄보기 위해 작곡, 작사, 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대중음악의 

장르, 역사 등에 대해 전보다 많은 지식을 얻었다. 수업을 통해 들은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평소에 

듣기도 하는 등 음악을 생활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학기였다.

  학생과 교사가 좀 더 편안한 수업이 되길...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들은 대중음악 전문가가 아닌데, 창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수업을 

하다 보면 막상 학생들이 느끼고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16차시로 다소 여유가 있었음에도 평가에만 약 

3~4차시가 필요했다. 

물론 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학년의 특성상 그 시기만이라도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교사가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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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업사이클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심히 버려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항상 넘치는 쓰레기로 

바다에 쓰레기 섬이 생기는 등 자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연계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원을 ‘새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교실의 학생들에게 쓰레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였다.

“버려지는 더러운 것이요.”

“그럼 그것을 너희들에게 선물한다면 어떨까?”

“기분 엄청 나빠요.”

이런 개념을 바꾸어 버려지는 자원을 파악하고, 디자인에 접목하여 자원의 순환 

사이클(cycle)을 한 단계 업(Up)시키는 업사이클(Upcycle)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새활용을 내재화 할 수 있는 ‘나도 업사이클러(Upcycler)’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양진중학교 조경주

미술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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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미술 심화 수업으로 ‘디자인과 환경’의 내용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옷이나 종이, 깡통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  학생들이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에 대한 개념과 현대 생활에서 쓰레기 문제를 고민해 보면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 업체의 업사이클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함과 동시에 업사이클 작품 완성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수업 중점

미술 수업으로 가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칠 때 

교사는 “쓰레기로 더 큰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다. 내가 갖고 싶은 디자인이 

향상된 제품을 재활용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수업을 통해 미술 수업을 

확장하고 심화시켜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자 했다. 또한  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자원 순환의 의미와 우리가 지켜야 할 깨끗한 미래 환경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미술

미적 감수성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시각적 소통 능력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미적 감수성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의 탐색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업사이클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시각적 소통 능력
시각 문화 속에서 업사이클의 다양한 전달 방식과 활용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알고 
의사소통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익힌다.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디자인과 업사이클에 대하여 익히고, 표현 의도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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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  미술 교과 영역의 체험 단원은 감각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 이미지와 정보를 찾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나도 

업사이클러’ 체험을 통해 디자인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야기되는 자원 순환 문제에 적용하는 

융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함으로서 미적 감수성과 함께 지속발전 환경교육으로 접목할 수 있다.

•  업사이클 제작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적 사고를 경험 할 수 있다.

● 사전 준비 

•    주제선택활동의 경우 대부분 1, 2기로 나누고 1기를 16~17차시(블록타임제 적용한 경우 7~8차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되도록 1기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4차시로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  환경에 대한 개념 정립, 자원 순환, 업사이클 사전교육을 준비하였다.

•  디자인의 종류 중 환경디자인을 접목하고 좀 더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키트로 만들어진 업사이클 

제품을 탐색했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 성동구 소재)를 통하여 마을 소상공인들이 개발한 업사이클 

제품과 연계하였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디자인의 종류 중 하나인 환경디자인을 알고 디자인적 사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  자원 순환에 대하여 익히고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단계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평가계획

기본

학습
1

• 전체활동   디자인과 환경 

- 디자인의 조건, 디자인의 종류

- 환경디자인 중 업사이클 디자인

• 모둠활동   디자인적 사고하기 

- 디자인 제품 선정 및 디자인 장 단점 토의

<수행과제 1>
디자인적 사고 

활동지

문제 

인식
2

• 전체활동     지속가능 환경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 

실천적 환경교육인 업사이클(Upcycle) 교육 

-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개념 정리

-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 이해를 통한 인식변화 [모둠활동]

- 업사이클러가 되기 위한 나의 다짐

<수행과제 2>
나도 업사이클러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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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3

• 개별활동   우유팩의 재활용과 버려지는 우유팩을 이용한 

미니 수납박스 ‘밀키큐브’ 만들기 

-  전체활동  우유팩의 재탄생 과정 알아보기 

- 밀키큐브 순서도 이해하기 

-  개별활동  자기주도적으로 밀키큐브 제작하기  

<수행과제 3>
‘밀키큐브’ 만들기

발표 

공유
4

•  전체활동   ‘밀키큐브’ 작품 완성 및 제작 경험 공유

- 밀키큐브 작품 완성

- 발표를 통한 제작 경험 공유

- 디자인과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의 중요성 인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미적 

감수성

미적 감수성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원의 

순환과 현상에 대한 탐색 및 

적용능력이 매우 뛰어남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우수함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해결하려고 

함

표현도구 

활용능력

공간감각과 재료 및 도구 활용 

방법이 우수하고 조작적 

능력이 뛰어남

재료와 도구를 잘 활용하고 

조작적 능력이 있음

도구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해결하려고 함.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자기주도

능력

완성도

밀키큐브 제작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여 

작품완성도가 매우 높음

밀키큐브 제작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순서도에 

따라 열심히 접근하여 작품의 

완성도가 높음 

밀키큐브 제작 시 순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완성하려고 

노력함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성

디자인을 이해하여 제품의 

장단점을 잘 찾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며 

유창하게 표현함

디자인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디자인 제품을 장단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탐색하고자 

함

공동체 역량

시각적

소통능력

협업능력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알고 

환경 문제에 대해 소통함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통함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배웠으나 

모둠활동에 참여하고자 함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삶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 및 

발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함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삶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 및 

발표를 하려고 노력함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삶 

속에서 일부 이해하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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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디자인과 환경

학습목표 •디자인의 종류 중 환경디자인을 알고 디자인적 사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개

 전체활동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   목적에 맞게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작업으로 실용적, 미적 조형을 계획하고 

표현해 가는 과정

-   디자인의 조건: 합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   디자인의 종류: 제품·시각·패션·유니버설·환경디자인

- 환경디자인은 무엇일까?

ppt

 모둠활동   디자인적으로 사고하기(Design Thinking Method)

-   우리 주변의 제품을 하나 정하고 모둠별로 제품의 디자인적인 장점과 단점 

토의하기

-   제품의 용도, 디자인의 발전 과정 등을 생각하며 토의하고 활동지에 정리하기

디자인적 사고 활동지

 모둠평가     왜 이렇게 디자인되었을까?에 대한 모둠 토의 시 제품의 장·단점을 찾아 

보게하고 피드백하기, 무임승차 학생 끌어들이기

 정리 및 평가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모둠 발표       •환경디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유의점 및 tip
•  디자인적으로 사고하기는 제품을 만들 때 이전의 제품보다 어떤 창의적 발상을 하고 만들었는가를 유추해 

보게 한다.

<활동과정 및 결과물>
1.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자인 제품을 정하기

2. 모둠별로 역할 분담하여 활동지 풀기

 - 제품의 용도를 찾고 그리기                                        - 왜 이렇게 디자인 되었을까? 생각 모아보기

 -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디자인이 향상된 곳 찾기     - 제품의 장단점 찾아 정리하고 발표하기

[색깔] 빨간색, 검은색, 회색
아름다운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색한 것 같다

[재질] 플라스틱
들고 말릴 때 편해야 하므로 가벼운 편

아마도 바람을 만들며 
열을 방출시켜야 하므로 있는 것 같다.

편하게 잡고 말리기 위해 있는 
손잡이(?)

일부 글씨 전사함

냉풍·온풍 조절

바람 세기 조절

바람이 나오는 곳

조절한 바람이 나와야 하므로

뚫려 있으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약간 막아놓은 것 같다.

  

[ 수업 참고 자료 ]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 즉,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공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디자인 씽킹의 문제해결 과정은 『문제 발견 → 정의 및 

해석하기 →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찾기 → 실험하기 → 발전시키기』로 진행된다.



105

part Ⅰ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미

술

2차시 나도 업사이클러  

학습목표 •자원 순환에 대하여 익히고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우리 생활에서 버려지는 자원은 무엇이며 이것들의 특징 알아보기

전개  

 전체활동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보기

- 내가 지난 3일 동안 버린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 내가 버린 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   버려지는 자원을 생각하며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해 속도와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보기,  아나바다고(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기) 운동 지키기

 피드백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 및 

피드백

ppt

  전체활동+개별활동   업사이클이란? 

-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 알아보기

-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업사이클의 중요성 알아보기

 피드백      활동지 평가와 피드백하기

업사이클 활동지

정리 및 평가
•우리 집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 생각해보기 

•내가 업사이클러가 되어 스스로 평가해보기

유의점 및 tip
•  업사이클 활동지를 학생들이 진지하게 풀어보게 하고 함께 발표함으로서 3~4차시 업사이클 제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즐겁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수업 참고 자료 ]

● 생활쓰레기의 자연 분해 속도 알아보기(출처: https://www.daejeon.go.kr)

종이 우유팩 가죽구두 금속 캔 플라스틱 병

2~5개월 5년 25~40년 100년 500년 이상

● 업사이클 제품과 특징

[재료]

방수트럭의 덮개

자동차 안전벨트

[특징] 

습기에 강하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이 가능

[재료]

폐자전거 

    

[특징]

버려지는 폐자전거를 분해한 

부품들을 활용하여  시계, 

오프너, 키홀더 등을 만듦출처: www.freitag.ch/en
출처: https://brunch.co.kr

/@notefoli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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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버려지는 우유팩을 이용한 미니 수납박스 ‘밀키큐브’ 만들기

학습목표 •버려지는 우유팩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색다른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우유팩의 탄생과 사용, 사용 후 쓰레기로 버려지는 과정 알아보기 우유팩의 탄생 동영상

전개

 전체활동   버려지는 우유팩을 업그레이드하는 ‘밀키큐브’를 만들어 보기

-   ‘밀키큐브’ 우유팩의 재탄생 과정 알아보기 

  ‘밀키큐브’에 사용되는 우유팩의 출생지 소개, ‘밀키큐브’의 개발 배경

ppt

 개인활동   [수행평가] ‘밀키큐브’ 제작하기 

- ‘밀키큐브’ 순서도를 보면서 함께 진행하기

-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하기

- 진행 중 문제점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보기

- 제작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스스로 처리하기

 피드백   순서도에 따른 진행과정 확인, 질문이 있을 때 지도하고 피드백함

준비물: 우유팩 키트, 

금속 단추(솔트레지), 

오리지널 

스티커,양면테이프, 

평면도, 제작순서도, 볼펜

 정리 및 평가 
•일상생활 속에서 ‘밀키큐브’의 활용법 알아보기

•‘밀키큐브’ 제작 중 다음 시간에 완성할 것을 안내

유의점 및 tip
•  버려지는 우유팩이 업그레이드 된 새활용 제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업사이클의 중요성과        

더 나아가 깨끗한 환경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참고 자료]

•우유팩을 발명한 사람은?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657863)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신석균(발명가)씨가 일제 강점기 때 뚜껑을 따기 어려웠던 우유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사용하는 위쪽 입구를 삼각형처럼 펼쳐 먹을 수 있는 우유팩을 발명하였으나 한국전쟁 당시라 특허등록을 하지 못하고 

전 세계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버려지는 우유팩의 재탄생 과정과 밀키프로젝트 (출처:  http://cube.milkyproject.com)

가정에서 우유팩을 깨끗이 씻고 펴서 말리기 → 주민센터에 일정량 묶어서 배출(재생 화장지로 바꾸어 줌) → 리사이클 

회수 업체에서 직접 수거 후 세척과 소독 →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유팩 인쇄 불량 파지 확보 →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 체험용 D.I.Y 키트 개발

밀키 큐브 밀키 카드지갑 밀키 필통 밀키 휴대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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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밀키큐브’ 제작순서(3차시)

1.재료 준비 2.우유팩 3조각으로 분리 3.평면도를 참고하여 번호 적기

4.양면테이프 붙이기 5.접는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펴기 6.양면테이프 껍질 벗기기

7.<B면>1+1 서로 맞붙이기 8.3번 옆 구멍으로 단추 A넣기 9.뒷면으로 돌려 단추B 끼우기

10.<C면>그림과 같이 접기 11.<A면>1+1 맞붙이기 12.양쪽 기둥 세우고 2+2 맞붙이기

13.상자모양 틀에 칸막이 넣기 14.양 날개 접어서 붙이기 15.B면 5번을 A면 5번에 맞붙여 끼워 넣기

16.각을 맞춰 돌려주기 17.7번에 스티커 붙이기 18.밀키큐브 조립 완료

[참조]
http://cube.milkyproject.com

19.완성 모습 20.활용도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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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버려지는 우유팩을 이용한 미니 수납박스 ‘밀키큐브’ 만들기

학습목표 •버려지는 우유팩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색다른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  버려지는 우유팩이 ‘밀키큐브’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업사이클에 

대하여 이해하기
우유팩의 탄생 동영상

전개

 개인활동   ‘밀키큐브’ 작품 완성 및 활용도 생각하기 

-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하기

- ‘밀키큐브’ 순서도를 보면서 작품 완성하기

 피드백   순서도 주의사항 체크하기

- ‘밀키큐브’ 순서도를 보면서 작품 완성하기

ppt

 전체활동   ‘밀키큐브’ 작품 제작 소감 공유 및 공감하기

-   업사이클이 폐기물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자원의 순환 고리(소비/폐기/배출)에서 

상향된 가치의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체험함

 피드백   업사이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및 피드백

- 제작하면서 느낀 소감 발표하며 소통·공감하기

 피드백   느낀점을 소통 공감하도록 지도

[준비물] 

키트, 필기도구

업사이클 활동지

 정리 및 평가 •나도 업사이클러 수업 만족도 조사하기

유의점 및 tip •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참고 자료]

●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자원 순환 차이점

리사이클링(Recycling) 업사이클링(Upcycling)

• 업사이클링 Upcycling = 새활용(출처: 서울새활용플라자 http://www.seoulup.or.kr/)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이다.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며 쓸모가 없어진 후까지 고려하는 것,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것까지, 새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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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업결과물 및 학생활동 모습

우유팩으로 밀키큐브 작품 제작 우유팩 패키지에 따른 작품

밀키큐브 활용에 대한 공유 업사이클에 대한 개념 익히기

공간감 이해와 조작적 활동으로 밀키큐브 제작하기 밀키큐브 작품 제작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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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구분 교과역량 평가 수준

나도 

업사이클러

미적 감수성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의 탐색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업사이클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시각적 

소통 능력

시각 문화 속에서 업사이클의 다양한 전달 방식과 활용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알고 

의사소통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익힌다.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디자인과 업사이클에 대하여 익히고, 표현의도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내용

영역 평가내용 도달도

활동지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적 사고하기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활동지
자원 순환을 이해하는 업사이클 개념 익히기 

및 인식 전환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밀키큐브 제작
버려지는 우유팩을 이용한 미니 수납박스 

‘밀키큐브’ 만들기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발표 및 

자기평가

‘밀키큐브’ 작품 제작을 통한 업사이클 경험 

발표와 공감하기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종합

평가

•  자신 주변의 삶과 연결하여 업사이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시각 문화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소통하고 노력하는 점이 돋보임.

•  자원 순환에 대한 이해로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알고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함.

•  ‘밀키큐브’ 만들기를 하면서 공간감적 이해가 높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작적 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며 발표를 통해 공감하며 경험을 공유함.

    담당교사                            (인)

    학  부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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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으로 인싸되는 나만의 이야기

  ‘인싸’의 뜻을 아시나요?

신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인싸’는 인사이더(insider)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와는 다르게 무리에서 잘 섞여 

놀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미술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잘 놀 수 있는 수업이었나를 되돌아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 사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항상 미래혁신 수업을 외치지만 잘 접목되지 않는 학교 현장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의도치 

않았으나 교사들은 IT와 영상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고 온라인 수업이 학교 현장에 갑자기 들어와 버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Uncontact(비접촉) 시대라고 한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실시한 자유학년제 미술심화 프로그램으로 시도한 ‘나도 업사이클러’ 수업은 

현재 여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업사이클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새활용 개념을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미술시간

일주일 동안 분리해두었던 쓰레기들을 요일에 맞추어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우리는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의 환경에 대한 실천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생들에게 자원의 순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활용 개념을 실천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미 있는 미술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도해 보았던 폐기물을 분해하여 왜 이렇게 제품들이 디자인되었는지 알아보고, 

분해한 폐기물로 주제가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 수업이 ‘나도 업사이클러’ 수업의 기반이 되었다. 

초반에 진행되었던 수업이 폐기물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나도 

업사이클러’ 수업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지속발전 환경을 강조한 수업이었다. 

업사이클 키트를 사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갖추면서 학생들의 만족이 커졌고 자신이 만든 밀키큐브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싸가 되기 위한 말랑말랑한 이야기

‘나도 업사이클러’ 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업사이클 제품 키트를 다양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예산을 확인하여 수업시간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키트가 그리 많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한 결과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키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바닷가에 버려져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유리 조각을 수거하여 

업사이클 제품으로 진화한 ‘바다 유리 목걸이’와 자투리 가죽을 활용하여 카드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가죽 카드 

목걸이’ 등은 학생들이 만족했고 수업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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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트레일러

기본학력책임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미술 교과에서도 3R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독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여 북 

트레일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미 국어과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미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그 결과물은 다를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에 북 트레일러에 대해 조사 하던 중 학교현장에서 만들어진 북 트레일러의 경우 책의 

표지나 삽화에 쓰인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된 점을 눈여겨보았다. 

이러한 선택이 책과의 일체감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받아 보완을 하고 싶었지만, 책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삽화를 무한정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첫째, 삽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 트레일러와 책과의 일체감을 높일 방법이 무엇일까? 둘째, 학생들이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북 트레일러 제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대림중학교 이소례

미술
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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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  학생의 그림그리기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결과물의 질은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에 한 번 그린 그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컷아웃 하는 대상 또한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동화책 속 그림의 외곽 형태를 따라 잘라 활용하고자 하였다. 

•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에게 무작정 책을 강권하기보다는 쉬운 

책부터 단계를 밟아가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은 많고 문자의 양은 적으나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면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반복하다 보면 독서에 대한 자신감도 함양하고 나아가 

기본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수업 중점

•  잘 만들어진 유형별 북 트레일러 예시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제작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어 아이디어 

발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독서활동을 시작으로 구상, 스토리보드, 편집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단계에 맞는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각 과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결과적으로 영상 

제작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접근이 용이한 동영상 제작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안내하고자 하였다. 이 

때 교내 컴퓨터실 사용이 용이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활용하여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미술

미적 감수성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창의·융합 능력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시각적 소통 능력 시각 문화 속에서 북 트레일러라는 미술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시킬 수 있다.

창의·융합 능력 책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형 북 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북 트레일러의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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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 연계

•  미술 교과 내용 중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혹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 단원이 있다. 해당 단원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이해, 종류 및 제작 원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수업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형 북 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있다.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중 다양한 독후활동의 일환으로 북 트레일러를 

관련지을 수 있다.

● 사전 준비 

•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뚜렷한 동화책 복권으로 준비

•  선정 도서에 대한 주요 사건, 핵심 부분, 등장인물들의 관점 등 정확한 내용 이해

•   ‘스톱모션’과 ‘키네마스터’ 어플 설치 및 사용 방법 숙지

•  스크레치 도구&용지, 다양한 색지, 바늘&실, 휴대폰 삼각대 등 수업재료 준비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북 트레일러의 특징을 적용하여 그림그리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컷아웃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북 트레일러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다.

•  동화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북 트레일러 및 애니메이션 이론 -

2 독서 활동 및 줄거리 요약 <수행과제 1> 줄거리 요약 활동지 작성

3 콘티 작성 <수행과제 2> 콘티 작성

4~7 북 트레일러 제작 <수행과제 3> 북 트레일러 제작

8 감상 및 평가 <수행과제 4> 자기평가,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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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창의

융합

능력

적합성

책의 주요 사건과 인상적인 

구절, 등장인물의 특징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이루어짐.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짐.

책의 핵심적인 사건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 일부 이해함.

시각적

소통

능력

완성도

주요 장면과 자막, 배경음악, 

편집 효과 등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작성함.

주요 장면에 대한 그림은 자세히 

표현하였고  자막, 배경음악, 

편집 효과 등에 대하여 일부 

작성함.

주요 장면의 그림 부분과 

부수적 표현 방법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설명함.

창의성

이야기 재구성 및 화면 계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다수 

포함함.

일부 장면이나 기법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포함함.

표현에 대해 계획하고 표현함.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완성도

프레임 수, 분위기에 맞는 음악 

선정, 서지사항 포함 등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완성도 높은 

북 트레일러를 제작함. 

프레임 수, 분위기에 맞는 음악 

선정, 서지사항 포함 등 제시한 

조건 중 대부분을 충족한 북 

트레일러를 제작함. 

프레임 수, 분위기에 맞는 음악 

선정, 서지사항 포함 등 제시한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한 북 

트레일러를 제작함.

전달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제작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북 트레일러를 통해 선정 도서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제작 

의도가 드러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제작 

의도를 일부만 드러냄. 

참여도

역할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작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함.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제작 과정에 

전반적으로 협조함.

역할분담 및 작품 제작에 일부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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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2차시 이론 학습 및 동화책 읽고 분석하기

학습목표
•북 트레일러의 역할과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줄거리 요약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체활동   영화 예고편을 통한 북 트레일러 접근 

-   북 트레일러 개념 추측해보기
동화책 복권

전개

 전체활동 

•북 트레일러 제작/내용 유형별 알아보기

(정지사진형, 인터뷰형, 문자설명형, 스토리전개형, 애니메이션형 북   

트레일러 등 특징 안내)

•애니메이션 원리 및 종류 알아보기

(드로잉, 샌드, 클레이, 인형, 그림자, 컷아웃 애니메이션 등 특징 안내)

•수행과제를 위한 북 트레일러 제작 시 주의사항 및 제작 조건 안내

 모둠활동 

•선정 도서 독서(4인 1조 구성 추천)

•줄거리 요약 활동지 작성

-   기승전결이 분명하거나 

등장인물의 성격이 잘 묘사된 

도서 선정

-   조별로 다른 동화책 선정 지양

-   온라인의 경우 개인별 

활동지 작성 혹은 조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글 doc 

활용기승전결이 분명하거나 

등장인물의 성격이 잘 묘사된 

도서 선정

 정리 및 평가  전체활동   활동지 작성 마무리 여부 확인

북 트레일러 이론 수업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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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북 트레일러(수행과제용) 이론 수업자료(ppt) 북 트레일러(수행과제용) 이론 수업자료(ppt)

북 트레일러(수행과제용) 이론 수업자료(ppt) 줄거리 요약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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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콘티(스토리보드) 작성 및 북 트레일러 제작

학습목표
•콘티의 특징을 이해하고 북 트레일러 구상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콘티 계획에 따라 컷아웃 애니메이션 북 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체활동 

•지난 시간 활동 내용 확인 
-

전개

 전체활동 

•콘티 기본 개념 및 작성 유의사항 알아보기

(주요장면, 삽입음악, 자막, 내레이션 등 콘티 필요성 안내)

 피드백   콘티 방향, 작성 내용 체크

 모둠활동 

•줄거리 활동지 바탕으로 콘티 작성하기

(1분 내외 영상 제작이므로 주요 12~13장면 작성하기)

•북 트레일러 제작

(책의 삽화 속 형태를  최대한 활용)

-   콘티 작성 시 책의 결말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

-   어플 설치 사전 예고 추천(데이터 

소모 가능 안내)

-   그림 필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정 도서 삽화 복사본 준비

-   국내 도서의 경우 삽화는 10% 

이내 변형 없이 사용 가능

 정리 및 평가 자리 정돈 및 차시 예고

영상 제작 관련 수업자료(ppt) 콘티(스토리 보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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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북 트레일러 완성 & 감상 및 평가

학습목표
•처음 계획한 표현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며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체활동 

- 당일 수업 진행 계획 안내, 영상 제작률 점검   
-

전개

 모둠활동 

•북 트레일러 영상 제작 마무리

•  자기평가 및 모둠평가 실시

 전체활동 

•조별 북 트레일러 감상,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정리 및 평가  전체활동   자리 정돈 및 차시 예고

유의점 및 tip

•sns 업로드는 데이터 사용 가능량에 따라 추후 가정에서 진행 가능 안내 

•조별 휴대폰 기종에 맞는 컴퓨터 연결 케이블 지참 안내

(교사용 컴퓨터로 영상 백업, 데이터 속도 및 사용량에 따라 SNS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있음)

컷아웃 애니메이션 북 트레일러 결과물 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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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담당교사 (                          ) (인)

구분 교과역량 성취기준

컷아웃 

애니메이션 

북트레일러 

제작

시각적 소통 능력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창의·융합능력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활동

내용

- 선정 도서 내용 파악 

- 콘티(스토리 보드) 활동지 제작

- 컷아웃 애니메이션 북트레일러 제작

교사

평가

줄거리 요약, 콘티 작성,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전 과정에 통일성 

있는 진행이 이루어졌는가?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북 트레일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가?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교사가 제시한 북 트레일러 제작 조건을 잘 지켰는가?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모둠 구성원들과 협동하며 제작에 참여하였는가? □ 우수       □ 보통      □ 노력 요함

종합

의견

•     ‘○○○’의 주요 사건과 인상적인 구절, 등장인물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재구성 및 화면 계획에 있어 창의적인 콘티를 작성함. 

•  북 트레일러의 경우 프레임 수, 적절한 음악 선정, 서지 사항 포함 등 제작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제작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일으키며 제작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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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책과 친해지는 수업 이야기

  책을 요리보고 조리보는 활동, 북 트레일러 제작 수업 되돌아보기

그림책에는 매력이 있다. 아이들이 책 혹은 글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손을 내민다. 

그림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만하게 보고 덤볐지만 사전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다. 활동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북 트레일러와 그림책 활용 수업 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방법을 보충해야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과 책을 분석하고 콘티를 짜는 

활동은 녹녹치 않았다. 온라인 수업시에는 이론 수업 위주로 구성하여 조별 활동이 아닌 개별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세 번의 오프라인 등교 수업에서는 모둠을 구성한 후 책을 읽고 분석하고 콘티 작성의 과정까지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학생과 드물게 만나다 보니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는 모두 내려놓았다. 

아쉽게도 예상했던 수준의 북 트레일러 작품은 제작하지 못한 채 방학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일부 의욕 있는 

친구들은 방과 후에 완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술교사로서 ‘기존에 

실시했던 작업들과는 차별화되는 수업’, ‘학생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해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께 드리는 tip

교사 본인이 국어와 독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여서 수업 준비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료 국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수업 준비를 하며 느낀 점은 우리 미술 교사들도 독서 수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깨달음이다.

미술 시간에 북 트레일러 제작 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중에 출판된 북 트레일러 제작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서점에 가면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만 선정, 참고해도 수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다. 

둘째, 도서 선정이 어렵다면 교내 사서(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교내 사서(교사)에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주제별 추천 동화책 목록을 요청해 활용해 볼 수 있다. 

셋째, 그림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그림책은 글자의 분량뿐만이 아니라 그림체(화풍)도 매우 

중요하고 그림의 역할도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활용에 대한 교사의 사전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예컨대 삽화를 함께 읽는 방법, 책 내용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생각하는 활동, 그림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다. 다양한 그림책 수업 예시를 참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 관련된 

교사의 역량이 신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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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꿈을 꾸다

중국어 교과를 가르치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 중국어 왜 배워야 하나요?” 

아무리 학생 참여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설계해도, 일부 학생들은 중국어 어휘나 문장을 

학습하는 것을 힘겹고 지겨운 일처럼 느낀다. 그래서 중국어 학습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삶의 문제와 연계된 주제로 수업한다면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학생들의 삶 속으로 좀 더 들어가 주제를 고민하면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에 

집중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에는 그 중점이 ‘진로탐색 활동’에 있었고, 최근에는 

‘주제선택활동’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해, 교과와 비교과를 잇는 주제선택활동의 

특징을 살리고 자유학년제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한 ‘진로’를 주제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진로’와 연계한 ‘중국어로 꿈을 꾸다’를 기획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해 중국어 교과 학습내용의 폭과 범위를 확대한 심화수업이 가능한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염경중학교 어영미

중국어
심화 주제선택활동



123

part Ⅰ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중

국
어

1. 수업을 시작하는 이야기
● 수업 방향

본 수업은 중국어 교과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수업을 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즉, 중국어과 핵심 역량 함양과 별도로 

진로개발 역량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의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면서 진로개발 역량, 더 나아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수업 중점

•  학생들 스스로가 중심에 서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기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  모든 수업은 협력형 게임이나 활동중심으로 구성하여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촉진한다. 각 차시의 학생 

활동지는 후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학생들에게 중국어의 한어병음, 한자를 검색하는 방법과 중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중국어

의사소통 

[9생중-01-03]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9생중-02-02]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발음에 유의하여 말한다. 

[9생중-04-02] 낱말이나 간단한 표현으로 정보를 기입한다. 

정보처리
[9생중-05-01]     중국 언어·생활·예술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이를 기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의사소통 
외국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말’과 ‘글’로 타인과 소통을 이끌어 낸다. 더 나아가, 
그림, 노래, 만들기 등의 활동과의 연계로 타인과 소통하고 나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정보처리
중국어로 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삶 
속의 문제를 발굴하고 적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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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연계

•  중국어로 장래희망을 묻고 답하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에서 나를 돌아보고, 친구들과 장래희망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  ‘좌우명 비주얼씽킹’, ‘진로 랩 노랫말 작사’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교과 간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진로’를 주제로 중국어로 입사지원서 및 미래 자서전을 작성하는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해, 관련 어휘들을 

검색하는 활동을 체험하면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사전 준비 

•    ‘진로’를 주제로 중국어 교과 내 핵심 역량을 추출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 한다.

•  음악, 진로, 미술 교과 간 협의회를 통해 주제심화 수업 콘텐츠를 연구·개발·공유한다. 

•  개별학생 중국어 학습 준비도 조사, 블록타임제(Block time) 실시 등 환경을 마련한다. 

2. 수업·평가 설계
● 수업 목표 

•  ‘진로’와 관련된 간단한 중국어 대화를 듣고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중국어로 된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다.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차시

•我是谁? 
-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 브레이킹

-  전체활동  마인드맵 활동으로 나의 장·단점 이해해 보기 

-  전체활동  인터넷 검색을 통한 중국어단어 검색과 학습

-  모둠활동  나와 타인의 성격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기 

<수행과제 1>

마인드맵

중국어 어휘 검색

2차시

•你想当什么?
-  전체활동  한국어 직업카드로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

-  전체활동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어 직업카드 만들기  

-  모둠활동  게임을 통해 중국어 직업관련 어휘 학습하기 

-  모둠활동  중국어로 친구들의 희망직업 인터뷰하기 

<수행과제 2>

모둠별 중국어 인터뷰 

3차시

•‘좌우명’ 비주얼 씽킹 

-  전체활동  중국의 명언 10개 학습하기

-  개별활동  중국어 명언 중에서 나의 좌우명 선택하기

-  개별활동  중국어 명언 중 한 가지를 골라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기

-  모둠활동  완성된 ‘좌우명’을 스토리텔링으로 공유하기 

<수행과제 3>

비주얼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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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가상 취업하기 

-  전체활동  꿈을 이룬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  전체활동  중국어 입사지원서 작성하기

-  모둠활동    역할놀이 : 모둠별로 면접관과 구직자로 역할을 구분하여, 가상 

인터뷰 진행하기 

<수행과제 4> 

입사원서 작성 

5차시

•인생 수업 

-  전체활동  중국 사업가 ‘마윈[马云 ’의 인터뷰 시청하기

-  전체활동  미래의 ‘꿈을 이룬 나’의 10줄 자서전 쓰기 

-  모둠활동    모둠구성원들과 각자의 자서전을 공유하고 자신과 타인의 꿈을 

이해하기 

<수행과제 5> 

자서전 쓰기

6차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자성어 

-  모둠활동  월드컵게임 활동으로 사자성어 학습하기 

-  전체활동  모둠별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진로와 연계하여 랩 노랫말을 창작하기 

<수행과제 6>

모둠별 랩 노랫말 발표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의사

소통

역량 

의사

소통

핵심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세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억양과 

정확한 발음으로 소통함. 

핵심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주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자연스러운 

억양과 발음으로 소통함. 

핵심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일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단어로 소통함. 

정보

처리

역량

정보

처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남.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일부 적용함.

자기

관리

역량

완성도

주어진 과제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함.

주어진 과제를 거의 이행하고 

수행함.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고자 

노력함.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성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독창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매우 유창하게 표현함.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교적 독창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무리 없이 표현함.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함. 

공동체

역량

협업

능력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능숙하게 

협업하며 상호작용함.

모든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협업함.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참여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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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시별 수업 실행

1차시 我是谁? 

학습목표
•‘나’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국어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오프닝토크로 학습목표 공유

-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질문 제공 

-   성적, 외모, 성격의 ‘좋고’, ‘나쁨’ 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도록 지도 

-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명상을 통해 생각

명상의 시간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준비·제공하여,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전개

 전체활동 

•  교사는 마인드맵 양식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단어로 표현하도록 지도

•  학생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솔직하게 마인드맵 작성

•  마인드맵이 완성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적은 장단점에 

해당하는 단어를 중국어로 작성 

•  교사는 학생들이 찾은 중국어 단어를 칠판이나 컴퓨터 화면에 

적어서 전체 학생과 공유 

•  교사는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 10여 개를 추출하여 학생들에게 발음 

및 뜻 지도 

 모둠활동 

•  4인 1조로 모둠을 조직  

•  학생들은 모둠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와 가장 적게 나온 단어를 

각 1개씩 도출 

•  나와 타인의 성격 중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마인드 맵 1

마인드 맵 2

 정리 및 평가 
•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타인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며 마무리 

유의점
•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사전 준비(학교 태블릿 등)

•  인터넷 환경이 되는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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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你想当什么?

학습목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중국어로 장래희망을 묻고 답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교사는 전 차시 내용 및 학습목표 공유

-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동기유발: 영상 시청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영상: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전개

 모둠활동 

•  교사는 4인 1조로 모둠을 조직한 후, 모둠별로 ‘한국어’로 된 직업카드 

제공  

•  모둠별 합의를 거쳐,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을 10개 선택 

(모둠구성원의 희망직업이 반드시 한 개씩 들어가야 함)

•  모둠구성원들은 각자 10개의 직업을 중국어로 검색한 후, [한국어, 

간체자, 한어병음]으로 카드 제작

교사 老师 lǎoshī

•  PPT를 통해 ‘할리갈리’ 보드게임 방법을 설명

•  모둠별 ‘할리갈리’ 보드게임의 방식으로 놀이를 통해, 10개의 직업을 

중국어로 익힘

•  모둠별 희망직업 묻고 답하기 표현 학습

•  모둠구성원 간에 장래희망 인터뷰를 진행하게 하고, 학습지에 

모둠구성원의 직업을 중국어로 작성 

진로카드_한국어

직업카드 만들기

할리갈리 보드게임

 정리 및 평가 
•  장래희망을 묻고 답하는 표현으로 학급 내 3~4명의 학생의 직업을 

공유하고 마무리

유의점
•  단어카드 제작 시, 간체자용 카드는 교사가 미리 제공하여 수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할리갈리’ 보드게임 방법은 사전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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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좌우명’ 비주얼 씽킹

학습목표
•중국어 명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읽을 수 있다.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 차시 내용 확인 

-   교사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중국어 표현으로 몇 명의 학생에게 

직업 질문

•흥미 유발 영상 시청

-   좌우명에 대한 스토리텔링 영상을 감상한 후, 자신만의 좌우명을 

가지고 노력해야함을 격려 영상: 좌우명의 어원

전개 

 전체활동 

- 교사는 중국어 명언 10개 제공 

- 모둠구성원들과 함께 중국어 명언 10개 학습 

- 중국어 명언 중 자신이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것을 한 개 선택 

-   선택한 명언의 한자를 학습지에 쓰고, 명언의 의미와 한자를 이용해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으로 표현 

 모둠활동 

- 교사는 4인 1조로 모둠을 조직한다 

-   학생들은 자신이 그린 ‘좌우명’ 비주얼씽킹 학습지를 모둠구성원과 

공유

-   모둠구성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발표

- ‘좌우명’을 선택한 이유와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한 것 설명

-   모둠별로 한 작품씩 우수함작을 작품을 선정하고, 다시 모둠별 

우수작들을 심사해, 학급 우수작 선정 및 공유

비주얼 씽킹 1

비주얼 씽킹 2

비주얼 씽킹 3

정리 및 평가 
•오늘 학습한 10개의 모둠을 함께 읽기

•미래의 꿈을 향해 좌우명을 잊지 말도록 권유

유의점
•  교사는 비주얼씽킹 활동에 대해 사전에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 참고 ]

진로 관련

중국어 명언

① 不到黄河，心不死 ⑥ 有志者事竟成

② 不怕慢，只怕站 ⑦ 昨日不复来

③ 坚持到底 ⑧ 失败是成功之母

④ 三思而后行 ⑨ 梦想成真

① 阳光总在风雨后 ⑩ 好好学习，天天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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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가상 취업하기

학습목표
•중국어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직업 흥미를 탐색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 차시 확인

-   전 차시에 선정한 ‘좌우명’ 비주얼씽킹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좌우명의 중요성을 상기

 •흥미 유발(토막 뉴스 시청) 

-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뉴스를 시청  

시의적절한 토막 뉴스를 선정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킴 

전개

 전체활동 

-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입학하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  

-   학생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가진 

자신의 모습 상상 

-   교사는 입사를 앞둔 가상의 상황을 제공하고, 중국어로 된 입사원서 

학습지 제공 

-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가며, 자신의 

입사지원서 작성

-   교사는 순시하며 학생들을 조력함

 모둠활동 

-   4인 1조로 모둠을 조직함 

-   모둠구성원들은 역할놀이 진행 

①   4명 중 1인이 먼저 구직자가 되고, 나머지 3인은 면접관의 역할을 

맡음 

②   면접관이 된 3인은 다양한 질문을 하며,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점수 

부여 

③ 면접이 끝나면 최종 합격·불합격 결정

④ 같은 방식으로 총 4번의 역할놀이 진행  

⑤   모의 면접이 종료되면 서로의 면접을 피드백하게 하고,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함 

 정리 및 평가 
•  앞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치열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며 마무리 

유의점
•  교사는 학생들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을 감안하여, 미리 필요한 새단어 목록을 

제작 및 제공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의 면접을 위한 준비물

입사지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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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인생 수업

학습목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한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진로가 나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 차시 확인

-   전 차시에 진행한 모의면접을 언급하며,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의 필요성 강조

 •흥미 유발

-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공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马云)’ 의 이야기 언급 

마윈 이외에도 중국의 위인 등의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음. 

전개

 전체활동 

- 학생들은 ‘마윈(马云)’ 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시청

- 인터뷰 시청 후, 한 줄 감상평을 쓰고 발표

-   ‘마윈(马云)’의 삶을 생각하며, 학생들 역시 미래에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격려하고,  미래의 

‘꿈을 이룬 나’의 자서전 쓰기 활동 진행 

  

 모둠활동  10줄 자서전 쓰기(한국어) 

- 교사는 4인 1조로 모둠 조직  

-   모둠구성원들은 완성된 자서전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꿈과 타인의 꿈 경청 

-   모둠별 의견공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과 

긍정적 에너지가 느껴지도록 대화하게 지도 

-   상호간의 비난, 비판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오로지 경청할 수 있게 지도  

-   어떤 진로를 선택 하든 정답이 없고, 

모둠구성원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와 

과정이 더 중요한 활동임을 상기

-   모둠별로 1명씩 지목하여, 전체 학생 앞에서  

자서전 발표 

자서전 발췌 1

자서전 발췌 2

 정리 및 평가 
•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으며,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며 마무리  

유의점 •  자서전을 발표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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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자성어

학습목표
•중국어 사자성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진로 관련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활동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전 차시 확인

-   전 차시에 시청했던 인터뷰를 상기시키며 교사가 인상 

깊었던 자서전 언급

•흥미 유발(토막 뉴스 시청) 

-   중국의 사자성어는 모두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음을 

이야기함 

-   전 차시 자서전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전시·공유할 수 있음

-   우수한 작품은 코팅제작할 수 있음  

전개

 모둠활동 1 

-   교사는 진로와 연계된 사자성어 16개를 제공

- 모둠별로 중국 사자성어를 검색하여 사자성어의 의미를 학습

 모둠활동 2   사자성어 월드컵

- 학생들에게 사자성어 월드컵 게임법 설명

-   교사는 사자성어가 적힌 활동지와 토넌먼트 표가 그려진 

활동지를 나눠주고 모둠별로 게임 진행

  ①   총 16개의 사자성어 중 16개를 무작위로 골라 16강 

항목에서 마구잡이로 아무 곳에 쓰기

  ②   모둠구성원들은 사자성어의 뜻을 잘 살펴보고 합의를 통해 

모둠만의 사자성어 선정

  ③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진표 승자는 계속 올라가고 패자는 

탈락함

  ④ 최종으로 남는 사자성어가 모둠대표 사자성어임

 모둠활동 3   랩 가사말 쓰기 

-   최종적으로 남은 사자성어를 주제로, 진로와 연계하여 랩 

노랫말 작성 

- 모둠별로 작성한 랩 가사 발표 

사자성어 월드컵 1

사자성어 월드컵 2

학습지: 랩 가사말 만들기

 정리 및 평가 
•  6차시 수업을 통해 이 수업이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며 마무리 

유의점 •  수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그동안의 학습지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32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참고자료

차시 활동 세부 내용

2차시

직업카드

(한국어) 

놀이게임

한국고용정보원 : 카드구성(1세트 125장) 

▼ 카드 구매 ▼ 카드 다운로드 

•카드구성:1세트 125장   

•출판사: 매일경제

•구매처: 국내 인터넷 서점 

•할리갈리(보드게임) 방법 설명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0q0yClzjADk

3차시  도입영상
•좌우명의 어원(교육튜브: 5분 7초)

⇨ https://www.youtube.com/watch?v=Ohr9mT4-xOs&t=15s

3차시

비주얼 씽킹 

활동

•도서: 생각정리 기술, 비주얼씽킹 (한빛 미디어, 정진호) 

•픽토그램 다운: http://thenounproject.com

•Sketchnote Army:  http://sketchnotearmy.com

•마인드 매니저: http://mindjet.com

•씽크와이즈: http://www.thinkwise.co.kr

•엑스마인드: http://xmind.net

4차시 도입 영상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기획재정부: 3분 13초)

⇨ https://www.youtube.com/watch?v=3LlxTJ-o-CI

5차시 마윈의 강연 
•운동화를 신은 마윈 (마윈의 스탠포드 대학 강의: 35분 10초)

⇨ https://www.youtube.com/watch?v=ZHkEoPXuaOE

6차시
랩 노랫말

쓰기 
•중학교 음악교과서Ⅱ(천재교과서 지도서, 168~1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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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활동지

2차시: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 4차시: 입사 지원서

5차시: 자서전 양식 6차시: 랩 노랫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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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피드백
차시별 평가

● 2차시 : 중국어로 장래희망 인터뷰

평가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평가 요소 

교과역량 자기관리역량 창의적역량 공동체역량

의사 소통 정보 처리 과제 완성도 과제 창의성 모둠 활동

번호 이름

1 김서울 우수 노력 요함 보통

2 이교육 보통 우수 우수

3

4

5

•특이사항 : 김서울의 중국어 발음 및 억양이 특히 우수함했음. 중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함. 

● 3차시 : ‘좌우명’ 비주얼씽킹

평가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평가 요소 

교과역량 자기관리역량 창의적역량 공동체역량

의사 소통 정보 처리 과제 완성도 과제 창의성 모둠 활동

번호 이름

1 김서울 노력 요함 보통 보통

2 이교육 우수 우수 우수

3

4

5

•특이사항 : 이교육의 비주얼씽킹 작품이 가장 뛰어났음.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완성도가 높으며 창의성이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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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사자성어

평가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평가 요소 

교과역량 자기관리역량 창의적역량 공동체역량

의사 소통 정보 처리 과제 완성도 과제 창의성 모둠 활동

번호 이름

1 김서울 우수 노력 요함 우수 우수 보통

2 이교육 보통 우수 보통 보통 우수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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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과정중심평가기록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 

 

● 성취도달도

영역 활동명 평가 수준

활동
소개

중국어로 

꿈을 꾸다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중국어를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름. 또한 미래 

직업 사회 및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함.

차시 활동내용 활동 내용별 성취 도달도 

1 자아탐색 마인드맵과 중국어 어휘 검색

2 중국어로 장래 희망 인터뷰하기 

3 중국어 ‘좌우명’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기 

4 가상 취업하기: 중국어로 입사원서 작성하기 

5 ‘꿈’을 이룬 미래의 나: 미리 쓰는 자서전

6 진로와 연계한 랩 노랫말 작성하기

● 자기 성찰평가

1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언제나 집중하였습니까? □ 상       □ 중       □ 하

2 나는 교과 연계 주제선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상       □ 중       □ 하

3 나는 모둠구성원들과 언제나 협력하였습니까? □ 상       □ 중       □ 하

4
[서술형]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5
[서술형] 수업 중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6
[서술형]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건의사항)

 ⇨

● 교사 종합평가

•  주어진 과제를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였음. 중국어 장래희망 인터뷰 활동에서 핵심 표현을 듣고 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발음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보였음. 중국어 어휘를 검색하여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함. 

•  모둠 활동에 힘들어 하는 친구를 도와 비주얼씽킹 활동 방법을 친절히 설명하였음. 또한 자신의 꿈을 담은 랩 노랫말로 

적절하게 표현하여 참신한 스토리를 표현하였음. 

담당교사                            (인)

    학  부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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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이 빛나는 수업의 마법

  반짝 반짝 빛나는 나의 수업 이야기

나는 언제나 제2외국어 교과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수업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학교에서의 제2외국어는 

영어만큼의 비중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어휘와 문장 학습을 반복해야 한다는 교과 특성상 

심화학습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게다가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나의 고민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인 ‘중국어로 꿈을 꾸다’를 통해 해결되었다. 중국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교과 수업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볼 기회가 부족했다. 그런데 교과심화 

주제선택을 통해 비로소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수업 초기,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을 어색해했다. 대충 얼버무려버리고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가벼운 장난처럼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사에게, 친하지 않은 모둠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이 불편한 듯 보였다.

그러나 차시가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진지해졌다.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해갔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좌우명을 선택하고, 취업을 위한 모의면접을 체험했으며, 친구들과 꿈을 주제로 랩 가사까지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은 꽤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또한 친구들과 결과물을 발표하며 즐거워하고 뿌듯해했다. 

“선생님, 저 정말 아나운서가 어울려요?” 하고 수줍게 웃던 여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미래에 꼭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아이의 친구들은 다른 교과 시간 선생님께, 교과서 낭독은 미래의 아나운서인 저 

친구를 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꿈을 꾸고 있었다. 

수업의 마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학생 스스로 생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되어주면 된다. 필자는 

‘중국어로 꿈을 꾸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꿈을 꿀 수 있었다면, 중국어도 꽤 재밌는 언어라고 

생각했다면, 수업목표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지켜보았을 뿐인데 어느새 아이들은 

스스로 빛나고, 서로를 비추며 나의 수업을 반짝 반짝 빛내주고 있었다. 

  교원학습공동체에서 힘을 얻다!

‘중국어로 꿈을 꾸다’의 세부 활동들은 미술, 음악, 도덕 등 다양한 교과가 연계된 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교과 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콘텐츠를 연구·개발·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지역 여건, 단위 학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생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다. 본 수업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성화하고, 생각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속에서 개별 

학생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발달을 관찰·기록한다. 차시별 학생들의 수준은 다음 차시 수업 

재설계에 반영한다.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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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국어

의사소통 역량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의사소통 역량
경험을 담아 글을 적고, 다른 사람들과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사진과 이미지가 주는 느낌을 활용하여 글과 어울리는 배경을 
선택하고, 이미지 위에 생각과 감정을 담은 글을 적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글을 쓸 수 있다.

•글과 사진 파일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개운중학교 임지유

감성 글쓰기
[ 국어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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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수업 소개, 앱 설치 및 사용법 익히기

(나만의 수업 목표, 좌우명을 적은 사진 파일 만들기)

2
학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 위에 입학 소감 표현하기(3행시), 

인생 시/인생 노래 추천하기
결과물 평가

3
수능 필적 확인 문구에 사용된 시 찾아보고 필사하기, 

나만의 응원 문구 만들기
학습지/결과물 평가

4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탄생화를 찾아보고, 꽃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쓰기 결과물 평가

5 자신의 특성(장/단점)을 적어보고, 친구의 단점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동료평가

6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감정에 대한 뜻풀이 만들기 학습지/결과물 평가

7
공감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를 적고 비슷한 나의 경험을 적어보기, 

포토북에 넣을 결과물 고르기
학습지 평가

8 완성된 포토북을 함께 읽고, 추천 글과 감상평 남기기 동료평가, 자기평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함 보통임 노력 요함

자기성찰·

계발 역량

앱으로

글쓰기

참신하고 진솔한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글을 꾸준히 

적고, 앱을 통해 글과 

어울리는 배경으로 감성적인 

작품을 창작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글을 적고, 글과 어울리는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파일을 만듦.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앱을 활용하여 적고 사진 

파일을 만듦.

의사소통

역량

친구들과

글 공유하기

글쓰기 결과물을 바탕으로 

만든 포토북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글을 이해하였고, 친구들을 

격려하는 감상평을 남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글을 읽고 

감상평을 남김.

포토북을 읽고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감상평을 

남기고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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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3차시 나만의 응원문구 만들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역대 수능 시험에서 사용된 필적 확인 문구 제시

-   고3 수험생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필적 확인 문구를 보여주고,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생각해보도록 함.

전개

 모둠활동 

•  자신이 뽑은 가장 인상적인 수능 필적 확인 문구로 활용된 시를 찾아 전문을 확인하고, 모둠원이 돌아가며 

시를 낭독함.

•  자신이 낭독한 시의 분위기, 감정, 느낌, 상황을 학습지에 적고,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함.

•  시의 전체 내용을 학습지에 필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구절을 골라 앱을 통해 사진 파일을 만들어 

제출함. 

 전체활동 

•  자신이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응원 문구를 생각하여 적어봄.

•  응원 문구를 바탕으로 사진 파일을 만들어 제출함.

•  자신이 만든 응원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이고, 친구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한 뒤, 포스트잇을 

교환하여 학습지에 붙임.         

 피드백    필사한 시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과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모둠 토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인상적인 구절을 공유하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마무리

•  결과물을 공유하며, 가장 인상적인 응원 문구를 선정함.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나를 응원하는 말을 

실천해보도록 함.              

 피드백    가장 인상적인 응원 문구를 선정하되, 각각의 문구가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글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피드백함.

유의점 및 tip
•  글이 가진 긍정적인 힘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  응원 문구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예시가 될 수 있는 여러 짧은 글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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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학생결과물

학생 제작 응원문구

학교 사진에 입학 소감 표현하기 탄생화의 꽃말로 글쓰기 친구의 단점 재해석하기

학교 사진에 입학 소감 표현하기 탄생화의 꽃말로 글쓰기 친구의 단점 재해석하기

포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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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중학 기자단
[ 국어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국어

자료·정보 활용
역량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자료·정보 활용 
역량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문을 작성하고 모둠 신문을 만들며 
직업으로서 기자를 체험한다.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여 동료학습자에게 유익한 기사문을 작성한다.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사실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작성하고 기사문이 지닌 
영향력을 체험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기사문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다.

•언론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기사문의 형식을 이해하고 이를 작성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모둠원끼리 협력하여 하나의 신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지식과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송례중학교 최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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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2
 기사문 이해하기

 - 기사문 형식, 기사문의 구성 요소, 특성 이해

3~4
 모둠 조직

 - 모둠별 기사문 쓰기 계획, 주제 선정 및 기사문 작성
포트폴리오

5~6

 모둠 신문 제작

 - 협동을 통한 기사문 작성과 수정, 보충

 - 모둠원의 기사를 모아 모둠 신문 제작 및 완성

관찰평가

7~8

 신문 게시

 - 모둠 신문 게시 및 다른 모둠과 결과물 공유

 -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실시

자기평가, 상호평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함 보통임 노력 요함

자료 정보 

활용 역량

기사문의 

이해

기사문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기사를 쓸 수 있음.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기사문 

작성에 적용할 수 있음.

기사문 작성을 위해 

기사문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확인함.

기사문 작성

정확성을 갖춘 기사문을 

작성했고 모둠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문을 만듦.

기사문을 작성했고 

모둠원과 함께 신문을 만듦.

자료 수집과 기사문 작성의 

과정을 경험함.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모둠신문

만들기

언론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함.

언론인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생각함.

모둠신문을 만드는 데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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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3차시 기사문 작성하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기사문의 특성과 형식 확인

• 이번 시간에는 모둠 신문에 실릴 기사문을 기획하고 초고를 작성할 것임을 안내

전개

 모둠활동 : 모둠별 신문 컨셉 회의 및 개인 기사 기획 

• 모둠별로 신문의 컨셉을 결정하고 모둠원은 신문을 구성할 한 편의 기사문 기획

• 모둠 신문의 컨셉에 맞춰 각자 기사문의 내용 기획

 피드백  

•모둠 신문 컨셉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학교 소식, 지역 소식과 같이 학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 제안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기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적절한 비계 제공

 개인활동 : 기사문 초고 작성 

•기사문 기획안 학습지를 활용하여 제목, 전문, 본문, 해설의 구성에 따라 기사문의 초고 작성

•기사문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계획 수립

 모둠활동 : 기사문 적절성 검토 

•각자 작성한 기사문 초고를 모둠원끼리 공유

•  각 모둠은 편집장을 중심으로 기사의 적절성, 신문 컨셉과의 호응 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 

 피드백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방법에 쓰기 윤리를 갖추도록 지도함.

마무리
•모둠별 신문 기획, 기사문 기획 및 초고작성 활동의 소감을 공유함.

•오늘 작성한 초고를 바탕으로 모둠신문을 제작할 것임을 안내

유의점 및 tip
•또래 학생들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독자를 제시함.

•기획 및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도움 제공

[ 기사문 기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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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도덕
도덕적 

공동체 의식

[9도03-03]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도덕적 
공동체 의식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배우고 공공선과 
관련된 삶의 목적을 추구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  ‘우리는 패밀리’ 활동을 통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너, 우리’, ‘세계 무역 놀이’를 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  가정에서의 갈등을 구체화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  나-가족-사회-자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  놀이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 자세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연희중학교 박혜영

내안의 숨은 꿈~ 연계 활동
따로 또 같이
[ 도덕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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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2
•우리는 패밀리 : 갈등 극복 프로젝트

   (부모-자녀, 형제자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나, 너, 우리 : 나–가족–사회-자연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연결고리 써클맵

갈등 해소를 위한 캠페인 문구 및 포스터 만들기

자기평가, 교사관찰평가, 동료평가

3~4
•  우리 마을 코하우징 설계 : 미래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꾸미기

코하우징 구상 내용 :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관찰평가

5~6
•지구촌의 문제점, 해결방안 찾기

•세계시민의 자세를 배우고, 토의하기

세계 무역 놀이 진행 과정 평가, 

토의 결과 평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도덕적 

공동체 

의식

문제해결력
모둠활동 방법의 

다양성과 독창성 등이 

매우 우수함.

모둠활동 방법의 

다양성과 독창성 등이 

우수함.

모둠활동 방법의 

다양성과 독창성 등이 

보통임.

모둠활동 방법의 

다양성을 찾는 노력이 

요구됨.

협동성
모둠원과 

함께 하는 태도가 

매우 우수함.

모둠원과 

함께 하는 태도가 

우수함.

모둠원과 

함께 하는 태도가 

보통임.

모둠원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도덕적 

공동체의식

도덕적 공동체의식을 

활동내용에 매우 

우수하게 적용함.

도덕적 공동체의식을 

활동내용에 우수하게 

적용함.

도덕적 공동체의식이 

활동내용에 

담겨 있음.

 활동내용에 

도덕적 공동체의식 

적용이 필요함.

3. 수업의 실행

5·6차시 세계시민의 역할을 배우는 세계 무역 놀이 활동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  ‘모두를 위한 인권’ 감상 (https://www.youtube.com/watch?v=6XYmKU-

guJU)

•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기(자원 부족, 노동력, 기술 부족, 전쟁, 기아 등)

동영상 또는 

인권 관련 초성퀴즈 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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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모둠활동   세계 무역 놀이를 위한 안내

•여러 나라가 처한 어려움이나 부족한 것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 나라별 물품 세트 배부와 모둠 인원 배정(국기, 화폐 배부)

•세계 무역 놀이 진행하기

-   교사(시장)가 제시한 세트 상품을 규격에 맞게 제작해서 시장에 

가져가면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이나 자원으로 받을 수 있는 

놀이

- 경쟁과열 방지를 위한 벌금 규정 안내

 피드백  - 무임승차나 방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물건을 생산을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분업하도록 지도

1. 교사가 제공한 도구와 물건만 쓸 수 있음

2.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정확하게 생산(잘못 만들면 반품)

3. 다른 모둠의 자원을 강제로 뺏거나, 몰래 가져가면 안 됨

4. 정해진 무역상만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음

5. 활동은 조용히 진행해야 함

자원을 도둑질한 경우 벌금 200만 원

무역상이 아닌 사람이 돌아다닌 경우 벌금 100만 원

시끄러워서 지적을 받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전체활동   토의하기

•분배된 자원의 의미 알기

  돈 → [자본] 국민 → [노동력]

종이, 연필 → [자원]
자, 각도기, 컴퍼스, 가위, 풀 

→  [기술]

•세계 무역 놀이 체험을 통해 느낀 점 토의하기

- 결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함. 

-   가난한 나라는 지게 되고, 자본이나 자원, 노동력이 많은 나라가 

이김.

 피드백     활동 후 토의 시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우, 국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음을 지도.

활동지 모양대로 상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팔기, 옳지 못한 방법 사용하지 않기

모둠별 토의 활동 결과 정리

마무리

•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지구공동체가 될 수 있음.

•  기부하고 다른 나라를 도운 모둠을 우승 모둠으로 선정함.

   (사전에 우승 모둠의 기준은 비공개로 하고 진행)

•모둠별 토의 및 발표하기

•자기성찰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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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업 PPT 자료

참고자료 수업 활동지 및 활동 결과물

1차시 가족 갈등 문제 활동지 2차시 ‘나, 너, 우리’ 활동지 1차시 ‘우리는 패밀리’ 활동지 

2차시 ‘우리는 패밀리’ 1~2차시 ‘나, 너, 우리’ 3~4차시 ‘코하우징’ 



Ⅱpart

152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나눔자료

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도덕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9도01-03] 도덕적 정체성과 선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그 이유와 함께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존중·조절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능력

[9도01-05]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과 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목표 세우기(꿈/좌우명 열쇠고리 만들기), 나에게 소중한 것들(행복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나의 꿈 선언(버킷리스트)

도덕적
정서능력

행복이란(내 생애 행복했던 순간), 카르페 디엠(지금 이 순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 베풀고 나누기(『영이의 그림일기』)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이해·표현·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도덕적 주체로서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알고, 도덕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것을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다. 

● 교과 연계

•  ‘자신과의 관계’ 단원의 핵심 가치인 ‘성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삶의 목적과 관련하여 목표 

세우기, 행복 클라우드 만들기, 버킷리스트 작성)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도덕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단원과 연계된 활동(‘행복이란’, ‘카르페 디엠’, ‘베풀고 

나누기’)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건강한 마음을 가꿀 수 있다.

송례중학교 정인애

슬기로운 행복생활
[ 도덕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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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주제 도입자료

1

•행복이란

•내 생애 행복했던 순간

•  김연아 선수 밴쿠버 올림픽 

동영상

<수행과제1>

베스트 문장 소개하기,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글쓰기

2

•목표 세우기

•꿈 열쇠고리 만들기

  (매직폴리 활용)

•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 

•  의대 지원 동기를 묻는 장면

3

•나에게 소중한 것들

•행복 워드 클라우드 

•  슬기로운 의사생활 12화 

•  아버지 회사 상속을 거절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장면

<수행과제2>

학습지 작성 후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4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지금 이 순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  카르페 디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5
•베풀고 나누기

•『영이의 그림일기』

•그림책  『영이의 그림일기』

6
•나의 꿈 선언

•버킷리스트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함 보통 노력 요함

자기존중 및 

관리능력

성찰적 

글쓰기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깊이 있는 

탐구와 성찰을 함. 소중한 

것을 담은 삶의 모습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함. 삶의 모습과 

방향이 나타나 있음.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만, 정신적 가치에 근거한 

건강한 행복을 가꾸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도덕적

정서능력
창의성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이 보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임.

생각을 보다 확장하여 

제작하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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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3차시 나에게 소중한 것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슬기로운 의사생활 12회

-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고민했던 석형의 대사

- “시간이 아까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전개

•행복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학습지)

- 소중한 사람, 사물, 장소, 가치 기록하기

- 선택한 단어를 활용하여, 삶의 모습과 방향을 담은 문장 만들기

- 행복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 컴퓨터 사용 가능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하기

-   www.tagxedo.com → Load → Enter text → 단어 입력 →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기 → Save → Advanced 

→ (1) save 'tagxedo.jpg'  → 파일전송

-   http://wordcloud.kr → 글자색, 폰트, 배경색, 모양, 글자크기, 단어수, 키워드 등 설정 →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기 → 워드 클라우드만들기 → 저장&공유 → 워드 클라우드 다운로드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파일 전송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도화지와 색연필을 이용하여 손으로 그릴 수 있음

 피드백       - 클라우드 결과물 전체를 전시하고, ‘누구의 클라우드일까?’ 맞추기

- 클라우드에 대해 피드백하기

마무리

•  물질적 가치로부터 얻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음.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 가치에서 올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함.

 피드백     다양한 활동 격려하기

유의점 및 ti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드는 경우

- 캘리그라피 펜과 머메이드 종이를 준비하여 카드를 만들고 전시할 수 있음. 

- 캘리그라피 어플을 활용하여 예쁜 글씨체를 보고 따라 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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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업 활동지 및 활동 결과물

행복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학습지 및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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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수학

추론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9수05-02] 상대도수를 구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한다.

정보처리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추론
학급과 학교의 PAPS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한 뒤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정보처리
PAPS 통계 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하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대량의 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룰 수 있다.

•PAPS 통계를 보고 자신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통계 자료로 정리하고 그래프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의 

정보 처리 역량을 길러준다.

•  통계포스터를 보고 자신의 자료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이 현실세계의 삶을 정리하고 

관련이 있음을 이해한다.

개원중학교 박광한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수학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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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구분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차시 단계

1 개념 학습
통계 정리 방법 7가지 학습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등)

2 개념 학습 이지 통계 프로그램 사용법 학습
<수행과제 1>

이지 통계 사용법 

3 역할 분담 PAPS 5가지 자료 중 모둠별로 정리할 자료 선정

4 자료 제작 PAPS 자료 제작하기 <수행과제 2>

자신이 맡은 자료 정리하기5 자료 제작 PAPS 자료 제작하기

6 자료 제작 통계 포스터 만들기

7 적용 평가 자료 해석 및 토론 <수행과제 3>

PAPS 자료 해석하기8 적용 평가 자료 해석 및 토론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함 보통임 노력 요함

정보

처리

프로그램 

활용 능력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이 능숙하며 프로그램을 

사용해 PAPS 그래프를 모두 

완성함.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알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해 PAPS 그래프를 작성함.

통그라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APS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에 

참여함.

추론

자료 분석 

능력

학교 전체 그래프와 학급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바르게 설명함.

학교 전체 그래프와 학급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함.

학교 전체 그래프와 학급의 

그래프를 비교해 봄.

자료 분석 

능력

학급과 학교 전체 PAPS 

그래프와 자신의 PAPS 기록을 

보고 자신의 등급과 학급, 

학교에서 본인의 신체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학급과 학교 전체 PAPS 

그래프와 자신의 PAPS 기록을 

보고 자신의 등급과 학급, 

학교에서 본인의 신체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음.

학급과 학교 전체 PAPS 

그래프를 보고 자신의 PAPS 

기록을 판단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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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2차시 이지통계 프로그램 사용법 안내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대량 자료 제시

- 대량 자료를 이지통계를 통해 정리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교사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관찰함.

전개

•이지통계 사용하는 방법 안내

-   자료 입력 방법(Excel 사용 가능), 줄기와 잎 그림, (상대)도수분포표 작성 

방법 안내

- 입력한 자료로 (상대)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분포다각형 작성 방법 안내

-   자료를 2개 입력한 뒤 두 자료를 비교하는 상대도수분포다각형 작성법 

안내(학교, 학급 자료 비교용)

 피드백    교사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구두 피드백

<이지통계>

교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실습함.

마무리 •간단한 자료를 주고 학습한 내용 복습

유의점 및 tip •자료 : 천재교육 중학교 수학1 (류) 272~273p 참고

3차시 모둠별 정리할 자료 선정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모둠 활동 

-   모둠당 PAPS 자료(점수, 유연성, 지구력, 순발력, 근력) 증 1개의 주제를 

이지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함

<프린트물1>

학생들은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

전개

•학생별로 작성할 자료 선정

-   학급의 줄기와 잎 그림, (상대)도수분포표, (상대)히스토그램, 

(상대)도수분포다각형 7개의 자료 제작 예정(단, 상대도수분포다각형과 

상대도수히스토그램은 학급과 학교 전체 자료를 비교해서 작성)

-   모둠별로 작성해야 할 자료별 프로그램 사용법 토론

 피드백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 간 그래프를 분담하도록 모둠별 

동료 피드백

<프린트물1>

학생들은 본인이 그려야 하는 

자료를 모둠별로 토의하여 

분배

마무리 • 모둠별로 역할분담이 잘 되었는지 확인

유의점 및 tip

•교사는 그려야 할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에게 제시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는지 역할분담 확인

•자료별 프로그램 활용법에 관해 묻는 학생들에게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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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자료 해석 및 토론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자료 및 학생활동

도입 •학생 개인의 PAPS 기록지 배부
<프린트물2>

학생 개인의 PAPS 기록지

전개

•자신의 PAPS 기록 평가 활동

- 모둠별로 완성한 통계 포스터를 자리에 내려놓음

-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제별로 정리된 통계 포스터를 보고 자신의 

PAPS 기록의 상중하 표시

•PAPS 등급에 대한 토의 활동

-   PAPS 등급(1~5등급)과 학교 전체 상대적 등급(상중하)이 일치하는 자료,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표시함.

-   PAPS 등급과 학생의 상대적 등급을 일치, 불일치를 비교하여 PAPS 등급 

선정이 적절여부를 토의하는 활동 실시

•PAPS 학교 자료와 학급의 자료 비교 활동

-   학교와 학급 비교 상대도수분포다각형을 보고 일치여부 확인

-   개인의 학교 전체에 관한 판단을 학급이라는 소규모 자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토의

•그래프를 통해 평균을 찾고 비교하는 활동 실시

-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기록을 세로축은 학생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뾰족하게 솟은 곳이 평균임을 설명

-   학교와 학급 상대도수분포다각형에서 뾰족하게 솟은 부분(평균)의 

위치를 비교하여 자료별로 학급과 학교의 성적 비교

 피드백     

- 학생들이 자신의 PAPS 기록을 해석하는 활동에 대해 피드백

-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학생들 간 동료 피드백

-   조별로 돌면서 자신의 PAPS 

기록이 학급과 학교 전체를 

비교했을 때 상 중 하인지 

표시

-   자신의 PAPS 등급과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며 등급의 

적절성에 대해 토의

-   소규모 집단을 통해 대규모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토의

-   그래프에서 뾰족하게 솟은 

부분이 평균임을 학습함.

-   그래프에서 평균을 보는 

법을 자료별 학급과 학교의 

성적 비교

마무리

•학습 마무리

-   교사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통계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유의점 및 tip •완성된 통계 포스터와 프린트로 실시 할 활동에 전반적인 진행을 숙지한다.

참고자료 구글 드라이브에 각 차시 프린트물 탑재함. ( http://gg.gg/kin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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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도덕

과학적 사고력

[9과24-01]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교과역량 학습내용

과학적 사고력
과학용어와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앎으로써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 시킨다.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과학과 실생활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과학학습의 유용성을 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  과학학습을 위한 용어와 표, 그래프 해석을 연습하고 기초학력을 습득할 수 있다.

•  과학적 읽기와 쓰기 연습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 교과 연계

•  과학용어를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학습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표와 그래프를 자료에 맞춰 그려보는 활동을 통하여 과학학습을 도울 수 있다.

대림중학교 김정아

과학을 읽고 쓰다
[ 과학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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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교과서 또박또박 읽기

2 교과서 용어 파헤치기 <수행과제 1> 과학 교과서로 쁘띠 바크하기

3 그래프와 친해지기 <수행과제 2> 그래프와 친해지기 학습지 수행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함 보통임 노력 요함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교과서의 과학 용어들을 앞뒤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어진 빈칸을 모두 채움.

교과서의 과학 용어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어진 

빈칸을 채움.

교과서에 있는 과학 용어들을 

주제에 상관없이 빈칸의 

양식에 맞춰 쓸 수 있음.

과학적

사고력

그래프의 

표현과 이해

주어진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변인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 그래프의 스케일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그릴 줄 알며, 이를 

통해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음. 

주어진 실험 결과를 해석 

하여 변인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고, 적절한 스케일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그릴 줄 앎.

주어진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변인에 따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

3. 수업의 실행

1차시 과학책 읽어주는 중학생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나 오디오북 소개

- 유튜브 ‘책 읽어주는 다락방’ 

전개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 읽는 연습하기 : 인터넷 검색: ‘발음이 어려운 문장’, ‘스피킹 연습’ 등

•‘이야기꾼’을 정하여 과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 읽기

- 나머지 친구들은 이야기꾼의 낭독만 듣고 내용 파악하기

- 이야기꾼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피드백      학생들의 읽는 속도, 끊어 읽기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

마무리

•친구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듣기 되돌아보기

  피드백      자신이 이야기꾼이 되어 읽어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활동지를 받아봄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읽었는지 스스로 점검, 학생들이 돌아가며 읽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을 통해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지 시범 보이기

유의점 및 tip

•읽기나 발표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위기를 독려함.

•  빨리 읽는 것을 ‘잘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읽기 활동의 목적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임을 상기시킴.

•원격수업으로 진행 시, 영상으로 읽기 연습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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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과학 교과서로 쁘띠 바크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쁘띠 바크 게임 규칙을 설명

- 주어진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교과서 내에서 찾는 활동

전개

•쁘띠 바크 게임을 진행

- 교과서의 주제나 암석, 광물 등 교과서의 특정 페이지를 정하고, 조건에 맞는 단어들 찾기

-   모둠 또는 개인별로 돌아가며 찾은 단어를 발표하고, 발표한 단어가 다른 친구들의 단어와 겹치면 0점, 

겹치지 않으면 1점을 가져감.(반대로 발표한 친구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1점, 가지고 있지 

않으면 0점을 가져감)

- 가장 점수가 높은 개인 또는 모둠에게 보상

  피드백      조건에 맞는 단어를 찾을 때 가능한 과학 용어들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회하며 구두 

피드백

마무리

•학생들이 활동한 용어들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여 개념 학습

  피드백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은 용어들을 교과서에서 찾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활동   

시간을 주고 순회지도를 통해 피드백, 학생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개념 학습 

유의점 및 tip

•교과서 주제(암석과 광물 등)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시킴.

•  원격수업으로 진행 시 교사가 예시 답안을 정해두고, 교사와의 단어 일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학습활동 결과물] 과학 교과서로 쁘띠 바크하기

과학 교과서로 쁘띠 바크 하기 과학 교과서로 쁘띠 바크 하기



163

part Ⅱ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과

학

3차시 그래프와 친해지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다양한 그래프를 보여줌.

- 인터넷 검색 '역대 6월의 기온 변화', '하루 중 기온 변화'

전개

•그래프 학습지

- 그래프를 읽는 법,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 비례, 반비례 그래프 이해를 중심으로 그래프에 대한 학습

- 함께 단순한 그래프를 그려보며 연습

- 과학 1,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추의 무게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해석

  피드백      학생 활동 중 x, y축 변인, 한 칸 당 간격, 범위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

마무리

•그래프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한 내용 확인

  피드백      그래프를 통해 앞으로의 경향성을 추론,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학생 활동 피드백

유의점 및 tip

•  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내용은 수학 교과에서 정량적으로 배우므로, 오개념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음.

•과학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경향성을 해석, 예측하는 것이므로 이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학습활동 결과물] 그래프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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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기술

기술적 문제 
해결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기술 활용 능력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기술적 문제 
해결

진동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동전을 분류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편리하게 분류 및 측정할 수 있는지 모색하며 그 
해결책을 실현해본다.

기술 활용 능력
피지컬 코딩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수가 되는 진동 계수기를 만들어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  진동을 통해 자동으로 동전을 분류해주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  모둠끼리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진동 계수기에 반영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  기술 영역 중 제조기술 : 움직이는 운동장치 만들기와 기계의 움직임 파악

•  기술 영역 중 건축기술 : 동전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는 형태 파악 

염창중학교 염재무

진동 동전 계수기 프로젝트
[ 기술·가정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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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진동 계수기 바로 알기

(기 제작한 진동 계수기 예시 제시)

<수행과제-1>

포트폴리오에 넣어 체계적 관리

2
진동 계수기 만들기 - 1

(스케치 및 구상도, 부품도 작성하기)
<수행과제-2>

3
진동 계수기 만들기 - 2

(구상도, 부품도를 바탕으로 제작하기)
<수행과제-3>

4
작품 반성 및 소감 발표

교사의 피드백 및 발전 방향 안내
<동료평가, 자기평가>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기술적 

문제해결

진동 동전 

계수기 문제 

해결하기

진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전을 분류하기 위해 공학적 

사고를 함.

진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전을 

분류하기 위해 공학적 사고를 

함

진동에 대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알고 진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동전을 분류하기 

위해 공학적 사고가 필요함.

기술 활용 

능력

진동 동전 

계수기 만들기

안전사고에유의하여 구상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진동 동전 

계수기를 제작을 함.

안전사고에 부분적으로 

유의하여 구상도를 바탕으로 

진동 동전 계수기를 제작함.

안전사고에 부분적으로 

유의함이 필요하며 구상도를 

바탕으로 진동 동전 계수기를 

제작하고자 노력함.

3. 수업의 실행

3차시 진동 동전 계수기 만들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지난 시간 구상도와 제작도를 파악

- 구상도와 제작도를 꼼꼼하게 파악하기

전개

•진동 계수기 제작하기

- 나눠준 재료를 바탕으로 계수기를 제작한다.

- 동전이 분류되는 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된 분류가 이뤄짐을 주지시킨다.

•진동 계수기 완성 후 시연하기  

- 시연 도중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하기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후 실행하기

  피드백      동전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될 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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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문제점 스스로 개선하기’ 과제를 제공

유의점 및 tip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도구 활용에 주의를 준다.

[학습활동 결과물] 

[차시별 과제수행활동 및 평가지 다운로드 QR코드]

•이렇게 활용하세요. 

- QR코드를 찍어 자료를 다운 

-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 개선하여 사용

제작 및 시연하는 모습

 

참고자료 진동 동전 계수기 만들기 제작도 및 재료표

[재료표]  주어진 재료 및 제작도를 이용하여 진동 동전 계수기를 만든다.

사용 부분 재료명 (1인당 필요한 재료) 비고

몸체 하드보드지, 전동기, 건전지 소켓(스위치 포함), 전선, 1.5V 건전지(2개), 작은 너트 학교 준비

접착 재료 목공용 풀, 종이테이프(일반 테이프도 가능), 글루건 학교 준비

공구 롱노즈 플라이어, 니퍼 등 학교 준비

절단 공구 자, 가위, 칼, 송곳 등 학교 준비

1. 전동기(모터)를 준비한다.
2.   작은 너트를 글루건을 이용하여 모터에 붙여 

편심을 발생시킨다.
3. 스위치와 건전지를 모터와 연결시킨다.



167

part Ⅱ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기

술
·가

정

4.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을 위의 그림처럼 공간을 만들어 붙인다. 5. 그림과 같이 구조물을 만든다.

6.   구조물의 위쪽에 다시 동전을 가둘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든다.

7.   그림과 같이 진동이 발생하면 경사에 따라 

동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8.   동전이 하나씩 나갈 수 있는 장치를 그림처럼 

만든다.

9. 그 장치를 통로에 설치한다. 10. 동전의 크기를 자를 대고 사다리꼴로 그림처럼 표시를 해준다.

11. 그림처럼 구멍을 내어준다. 12. 동전이 잘 분류되는지 확인한다.
13.   그림과 같이 동전이 분류되는 쪽에 구조물을 

만들어 동전이 담길 수 있도록 한다.

추가!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동전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동전이 분류되면서 저장도 되기 때문에 12번의 

구조물은 필요없다.

위의 QR코드를 눌러 다운 받아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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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음악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9음03-02]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음악적 소통 역량

                    

교과역량 학습내용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 제작 
- 오르골 구동 원리에 따른 수동 종이 오르골 악보 제작

음악적 소통 역량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악기활용 음악치료활동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  인간의 삶 속에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다. 
•  음악과 관련된 산업 및 이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직업들을 탐색하여 진로 선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 교과 연계

•  음악 관련 직업탐색을 통해 음악과 삶을 연관하여 학습하는 ‘생활화’ 영역 중 ‘음악 관련 산업’ 

부분을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다.

● 사전 준비

•  음악 관련 직업 내용 학습: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 및 학과정보, 

국가직무능력표준(https://www.ncs.go.kr/index.do) NCS 및 학습모듈

•  영상 시청: 교육부 유튜브 채널 ‘진로 직업 탐험대’, EBS 다큐 ‘직업의 세계 1인자’ 등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qTjS6mSbgIkCvScuoyOJJlzqhxclhe_

-   https://www.youtube.com/watch?v=GEhNIzhLXgI&list=PLvNzObWMMx6tfaIoMuusvc_yA

Gzil3PKs

중동중학교 민세나 

음악인의 삶 
[ 음악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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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1

음악 관련 직업 유형별 분류 및 산업 탐색 

-   분류기준: 가르치는 일, 작·편곡, 연주자, 음향·효과음, 공연기획, 

악기 제작·수리, 기타

2 ~ 3

직업 체험 <폴리 아티스트> 

- 폴리 아티스트 관련 탐색 

- 폴리 디자인(소리 만들기) 

<수행과제 1>

영화 또는 드라마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 

만들기

4 ~ 5

직업 체험 <음악 치료사>

- 음악 치료사 관련 탐색 

-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악기연주 치료 활동 

6

직업 체험 <악기 제작자>

- 오르골의 작동 원리 이해 

- 수동 종이 오르골 악보 제작 및 구동 

<수행과제 2>

수동 종이 오르골 악보 만들기 및 구동하기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창의적인 

소리 창작  

주변의 여러 물건들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에 적합한 

소리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음.

주변의 여러 물건들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에 적합한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음.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에 비교적 적합한 

소리를 만들 수 있음.  

음악적 

소통 역량

악보 제작 및 

악기 구동

주어진 악보를 종이 악보 제작 

규칙에 맞게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고 이를 실린더에 넣고 

태엽을 조정하여 능숙하게 

구동할 수 있음. 

주어진 악보를 종이 악보 제작 

규칙에 맞게 큰 오류 없이 

제작할 수 있고 이를 실린더에 

넣고 태엽을 조정하여 구동할 

수 있음. 

주어진 악보를 종이 악보 제작 

규칙에 맞게 제작하고 이를 

실린더에 넣고 일부 구동할 수 

있음. 

3. 수업의 실행

6차시 악기제작자 직업 체험 - 수동 종이 오르골 제작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다양한 오르골 연주 감상하기

 - 수동 종이 오르골, 자동 태엽 오르골(30노트, 72노트 등), 자동 디스크 오르골  

•오르골의 발음(發音)원리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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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수동 종이 오르골과 자동 태엽 오르골의 작동 원리 비교하기

수동 종이 
오르골

손잡이 돌림 ▶ 실린더가 회전 ▶ 가느다란 금속 바가 종이 악보의 구멍난 부분을 

매개로 울리면서 ▶ 음악 연주

자동 태엽 
오르골

태엽이 회전 ▶ 가느다란 금속바가 실린더의 돌기 부분을 건드려 금속 바가 울리면서 

▶ 음악 연주 

 

 모둠활동   종이 악보 규칙을 적용하여 악보 만들기

- 악보 제작 규칙을 설명하고 간단한 악보를 제시함.

모눈으로 구성된 악보에서, 

가로 한 칸 = 1박자, 세로 한 칸 = 반음, 굵은 줄 = 마디선 

- 모둠의 음악적 능력에 맞게 악보의 난이도와 음 개수(15노트, 30노트)를 선택함.

- 사인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전용 펀치로 타공함.

 피드백     악보 스케치 및 타공을 어려워하는 학생 등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모둠원들과 함께 

제작중인 악보를 살펴보며 구두 피드백 

마무리

•모둠별로 만든 악보를 오르골 본체에 넣고 구동하기 

- 실린더와 금속 바 사이에 정확하게 넣도록 함. 

- 다른 모둠의 연주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함. 

유의점 및 Tip

•다음의 차이를 느끼며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원목 공명상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소리 크기 및 공명 정도의 차이 

- 태엽을 돌리는 속도에 의한 곡의 템포 차이  

- 15노트와 30노트의 차이 

[학습활동 결과물] 수동 종이 오르골 제작 과정 및 완성 악보   

수동 종이 오르골 악보 타공 과정    원목 공명상자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의 구동 차이

수동 종이 오르골 15노트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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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음악1(2015교육과정-천재교과서) 표지그림   

2) https://www.youtube.com/watch?v=5Oti9AWD_ow&list=PLTQXq1YMQInXeQW5yX7pvHJlur4WNkOpQ&index=12&t=0s(채널A뉴스-효과음의 비밀) 

3) https://www.youtube.com/watch?v=cxpWukaZ73Y&list=PLTQXq1YMQInXxr2WK5hIV4uvyAMQXD-99&index=13&t=74s(서울대병원 음악치료)

참고자료

음악 관련 직업탐색 및 분류(1차시)1)

직업체험-폴리아티스트(2~3차시)2)

직업체험-음악치료사(4~5차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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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미술

시각적 
소통 능력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미술 문화 
이해 능력

[9미03-02]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9미03-03]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시각적 
소통 능력

우리가 살고있는 시각문화 속에서 ‘Arts & Culture’ 앱의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앱을 활용하여 미술작품을 변환할 줄 알고 펠드먼의 비평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 및 비평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Arts & Culture 앱의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펠드먼의 비평 방법을 이용하여 미술 작품을 비평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앱을 통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미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비평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양진중학교 조경주

앱을 활용한 온라인 미술감상
[ 미술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173

 

part Ⅱ
심

화
 주

제
선

택
활

동
   |   미

술

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개념활동 1
Arts & Culture 앱 다운로드

앱 기능 알아보고 적용하기

<수행과제 1> 

앱으로 미술작품 또는 사진 변환

적용평가 2 그림 감상법 및 비평방법 알아보기
<수행과제 2> 펠드먼의 비평방법에 따른 

미술작품 감상활동지 작성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요함

시각적 

소통능력

시각문화 

전달과 소통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각 문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각 문화 

환경 속에서 이미지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익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각 문화 

환경 속에서 이미지 전달 

방식을 배움.

미술 문화

이해능력

앱 기능 

활용과 

미술작품

비평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의적으로 

변환하고 펠드먼의 

비평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근거로 제시하며 

효과적으로 감상함.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작품을 변환시켰으며 

펠드먼의 비평 방법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함.

앱을 활용하여 작품을 

변환시켰으며 펠드먼의 

비평방법 활용에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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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1차시 Arts & Culture 앱 활용하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Arts & Culture 앱을 내려받고 기능을 둘러보기

- 앱 다운받기 ⇨ 구글 번역 한글로 변환 ⇨ 홈 화면 둘러보기

- 컬렉션, 테마, 실험 기능 확인

전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후 미술작품 및 사진에 적용

- Art Transfer (고전예술작품 스타일로 만들기)

- Art Selfie (나와 닮은 초상화 찾기)

- Art Project (실제 크기로 예술작품 감상)

- Pocket Gallery (몰입형 갤러리 둘러보기)

•4가지 기능을 활용해보고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기

 피드백   변환한 작품 또는 사진에 대해 피드백하기

마무리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과제를 제출

 피드백   다양한 활동 격려하기

유의점 및 tip
•  Arts & Culture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과 사진에 적용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이미지의 

전달 방법을 알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자료 및 참고자료] 앱 기능을 활용한 미술 작품 및 사진 변환  

Art Transfer 기능 적용 작품 ‘고흐’ 작품 스타일로 사진 변환 Art Selfie 기능 적용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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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Arts & Culture 앱 활용하기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Arts & Culture 앱에 있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 둘러보기

-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나 작품 정하기

전개

•펠드먼의 비평 방법(서술-분석-해석-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 자신이 정한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관찰하기

- 작품 내 이미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조사하기

- 작품으로 미술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 작품의 의의와 가치 평가해보기

•자신이 정한 작품을 펠드먼의 비평 방법으로 감상하고 과제로 제출하기

 피드백   - 좋아하는 미술가나 작품에 대하여 서로 공유해보기

                - 비평할 때 장난스럽게 접근하지 않도록 피드백하기

마무리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및 작품감상문 과제를 제출

 피드백   다양한 활동 격려하기

•감상문을 교실 벽에 붙여 전시하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

[학습활동 결과물] 세잔의 ‘푸른 꽃병’ 감상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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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준비
● 학습 내용

교과 교과역량 성취기준

미술

미적 감수성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창의·융합 능력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9미02-03]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교과역량 학습내용

미적 감수성 산염기에 따른 지시약의 색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창의·융합 능력
과학과의 산염기에 따른 지시약 색 변화와 미술과의 게슈탈트 지각 
이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협력을 통해 여러 개의 홈판을 활용한 협동화 작품 제작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학습

내용

● 수업 목표

•지시약의 산염기성 반응 이론과 게슈탈트 지각이론을 적용한 픽셀아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미술 제작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다.

● 교과 연계

•  미술교과에서는 표현 단원 중 ‘다양한 미술 표현 기법의 이해’와 ‘추상미술과 옵아트’를 

관련지을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는 산염기 반응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다.

대림중학교 이소례

지시약 색 변화를 활용한 픽셀아트
[ 미술 ] 교과심화 주제선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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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산염기에 따른 지시약 색 변화 이론 내용 파악

•pH 1~13 버퍼용액, 양배추 지시약, 홈판(구멍 96개 추천), 비커, 일회용 스포이드, 라텍스 장갑 등 수업재료 준비

•픽셀아트 아이디어 스케치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샘플 도안

2. 수업·평가 설계
● 차시별 수업 구성

구분
교수·학습 활동 평가계획

차시 단계

1 개념활용
지시약의 산염기성 반응 이론

게슈탈트 이론
-

2 적용평가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형태 스케치 <수행과제 1> 픽셀아트 스케치

3~4 적용평가 픽셀아트 제작 및 결과물 감상
<수행과제 2> 지시약을 활용한

   픽셀아트 제작

● 채점기준표

역량 평가항목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미적 

감수성

이론

적용력

게슈탈트 지각이론의 5가지 

법칙을 골고루 활용하여 형태가 

뚜렷한 그림을 그렸으며 올바른 

pH용액 적용을 계획함.

산염기 이론 및 게슈탈트 

지각이론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픽셀아트를 

계획함.

산염기 및 게슈탈트 지각이론을 

이해하여 형태 파악이 용이한 

픽셀아트 계획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으나 이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함.

창의성

홈판의 배치 및 그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픽셀아트를 계획함.

창의성이 일부 보이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구성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함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구성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함.

창의 융합 

능력
완성도

홈판에 용액간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고 스케치 단계에서 

계획한 모양 및 색상을 정확히 

픽셀아트로 제작함.

스케치 단계에서 계획한 모양 및 

색상을 픽셀 아트로 제작함.

홈판의 일부가 스케치 단계에서 

계획한 바와 조금 다르나, 

성실히 완성함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작품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업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제작 전반적인 과정을 인지하고 

타인과 의견을 교류하며 수업에 

참여함.

작품 제작 과정에서 타인과의 

의견을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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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실행

1·2차시 산염기 및 게스탈트 지각 이론 학습 및 픽셀아트 스케치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전체활동 

- 픽셀아트의 정의, 특징 알아보기

전개

 전체활동 

- pH 버퍼용액 농도에 따른 지시약 색상 변화 알아보기(양배추 지시약은 산성에서 붉은색, 염기성에서 푸른색)

- 게슈탈트 지각 이론 알아보기(유사성, 근접성, 연속성, 폐쇄성, 대칭의 법칙)

 모둠활동  

-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형태 스케치 

 피드백 

- 픽셀아트 형태 중심 피드백(형태가 복잡한 것은 지양, 좌우 대칭인 경우가 형태 인지에 유리)

- 픽셀아트 스케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참고 도안 준비, 개별피드백

마무리

 전체활동 

- 스케치 완성도 점검 및 차시 예고

 피드백 

- 색 수정 중심으로 피드백(유사색을 근접하여 사용할 경우 형태 지각에 방해됨)

[수업자료 및 참고자료]

산염기 반응 관련 이론 수업자료(ppt) 게슈탈트 지각이론 관련 수업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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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픽셀아트 제작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및 평가 피드백

도입
 전체활동 

•게슈탈트 지각이론 및 스케치 점검

전개

 모둠활동 

•실험 시 유의사항 안내

   (라텍스 장갑 착용 필수, 홈판 안에서 색상 수정 어려움, 양배추 지시약의 반응 시간 차 발생 등 안내)

•홈판 스케치를 바탕으로 픽셀아트 제작

•1인당 홈판 1~2개 역할분담 후 협동 픽셀아트 제작 

[ 준비물 ] 버퍼용액, 홈판, 일회용 스포이드, 양배추 지시약, 비커

 피드백 

•pH 버퍼 용액 보다 양배추 지시약을 먼저 떨어트리는 것이 제작에 용이함

•홈판의 순서대로가 아닌 같은 색끼리 그룹화하여 색변화 실험 진행 안내

•다양한 활동 격려, 픽셀아트 제작 방법 중심으로 모둠별 피드백

 전체활동 

•조별 픽셀아트 감상 및 평가

 피드백 

•형태 인식이 어려운 경우 그 원인 파악하기. 동료 상호 피드백 후 교사 피드백 

마무리
  모둠활동 

•실험 도구 및 주변 정리

[수업자료 및 참고자료]

크리스마스 트리 픽셀아트 눈 결정체 픽셀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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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픽셀아트 수업 운영 Tip

  융합 수업이 마냥 즐거웠던 새내기들의 픽셀아트 수업

지시약을 활용한 픽셀아트 수업은 보라색의 지시약이 산염기성에 따라 색이 급변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마치 마법사가 되어 주술용액을 만드는 것처럼 용액끼리 섞고 제 3의 색으로 변하는 

과정이 주는 매력은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융합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신기해하며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미술수업인지 과학수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학생들이 게슈탈트 지각이론의 스케치 

적용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손쉽게 해결하고 조별로 창의적인 협동화를 

제작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제한적이라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완성도를 더욱 높이지 못한 점이다.

  이 수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께 드리는 tip

본 수업이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첫째, 과학교과와의 협력이다. 이론과 실험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미술 교사들이 다루는 분야의 수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다. 과학교사의 이론과 실험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미술교사에게 

제공된다면 수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실제로 수업 준비 과정에서 pH13 버퍼용액 구매가 

어려워 과학과에 문의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 대체 가능함을 안내받아 해당 재료를 준비했다. 혹여 

과학과의 협조가 여의치 않다면 본 수업안과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실험 과정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교사가 꼭 선행 작업을 실시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포이드로 용액을 정확히 

떨어트리는 것마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색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pH 용액 선택 

실수 등 의도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작품을 제작해 본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적절히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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