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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미
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 중심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러한 지식과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
고 있다.1)
이와 같은 지식과 역량의 복합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및 평
가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역량의 신장 여부를 즉각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평
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작동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인 교육과정-수업-평
가-기록의 일체화 즉 교수-평가의 일체화이다.
단위학교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출발점으로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르칠 학생들의 특성과 다양화에 기반을 두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적인 학습자로 수업에 참여하여
배움과 학습이 일어나게 돕고 학생의 배움과 학습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하게
된다. 즉 수업 활동과정을 관찰하거나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교수·학습이 끝나는 시점에 결과에 대한 평가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위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과거의 평가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하고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평가 자료를 기록으로 남긴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
하고,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
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
화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
최근 위와 같은 교육의 흐름에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특히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수업과
PBL(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 수업을 운영하려는 다방면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진은 PBL 수업이 학생들의 역량을 지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1) 교육부, 특별 기획 5, 행복한 교육, 2020년 1월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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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가치를 끌어내는 수업 철학으로써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 일선 현장교
사들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1. 교육과정 분석 및 프로젝트 수업 개발
가. 연구 기간 : 2020년 3월~4월, 7월~9월
나. 연구 대상 : 연구진 소속 초등학교 학생 대상
2. 프로젝트 수업 실천 및 성찰
가. 연구 기간 : 2020년 4월~7월, 9월~11월
나. 연구 대상 : 연구진 소속 초등학교 학생 대상

3

연구의 과제

첫째, PBL 기반 수업과 관련하여 현재 출판물을 분석한다.
둘째, PBL 기반 수업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분석 후 재구성한다.
셋째, PBL 기반에 의한 수업 설계 구안 후 수업 실천 및 성찰한다.

- 2 -

Ⅱ

이론적 배경

PBL 교수법이 수업에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 PBL 방법이 과학과의 실험
수업 방법과 농업과의 실험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면서부터이다(Tanner & Tanner, 1980). 그러
나 ‘project’란 용어가 교육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0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의 공
작학습에 PBL을 활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1908년 매사추세츠에 있는 농업학교에서
가정학습 과제로 ‘home pro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교육에서 PBL이라는 용어가 일
반화되기 시작하였다.(김경식 외, 1993)
PBL 학습은‘실제로 무언가 함으로써 배운다(Learn by doing).’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학
생들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고, 선행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의미를 창출하거나 무언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존 듀이(John Dewey)는 100여 년
전에 이미 경험 중심의 교육을 주창하였고, 그것은 분절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지식과 경험의 통합을 시도하고, 학생의 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교육과정 구성을
통하여 PBL을 수행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 더 분명해진 사실은 교사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교
육 전략에 집중하며 이를 구현할 때 최고의 학습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기애경(2019)은 PBL 수업이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첫째, PBL 수업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접근법이다. 교과서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 단위의 분절된 교육과정이다. 각각의 교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같은 교과 내에서도
단원과 단원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융합이나 통합을
통한 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창의적 사고역량을 갖
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야 한다. 이에 PBL 수업에서 취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이야말로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최
적의 접근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PBL 수업은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다. 성공적인 PBL 수업을 위
해서는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즉 스스로
탐구 질문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자기 생각을 입증하거나
재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의 주도적인 사고와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게 된다.
셋째, PBL 수업은 진정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PBL 수업은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 및 수업 형태에서도 학생의
자기 주도적 탐구 수행과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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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을 끌어내고 또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배움이 삶
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실제 삶과 연결 지어 의미를 찾게 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진다.
넷째, PBL 수업은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수업이다. PBL 수업은 책 속에만 존재하
는 이론 중심의 추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며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현실에
가까운 주제를 수행하기 쉽다. 삶과 관련된 여러 주제 중 어떤 것이든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현재의 삶이 PBL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PBL 수업은 현실을 중요하게 고려하
며, 이것을 학생의 삶 그리고 배움과 연결하고자 한다.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
과 연결된 수업에 임할 때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한층 더 깊이 탐
구하게 된다.
다섯째, PBL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다. PBL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
을 완성해 나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와 전수자로서가 아닌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만나게 된다. 그리고 PBL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
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PBL 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새
로운 도전이다. PBL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뒤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
는 존재가 아니라 치밀한 설계자로서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PBL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수업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전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PBL 수업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 PBL은 교육 과정상의 성취기준
과 핵심역량을 학습 목표로 한다. 그와 동시에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인류 공동체 주변
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가치들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성
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업이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는 인생의 가치, 삶
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 큰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에게도 PBL수업이 의미 있고 매력적인 이유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단원을 연계해서 통합하거나 순서를 바꿔
보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수업이기도 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이론적 배경에 넣
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수업의 방향은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평가의 방향은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수업과 밀착되고 학
생의 성장을 북돋워 주는 과정중심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평가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구현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가장 적절
하다고 생각되어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었다. 마지막으로 PBL 수업
의 역사, 개념, 목적, 교육적 가치, 특징, 장·단점, 단계 및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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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재구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학교 현
장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부는 단
위학교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각 학교 실정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혁신학교의 시작으로 더욱 발
전되어 왔으며 혁신학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실천
하고 있다.
<표 1> ‘교육과정 재구성’ 정의 1
교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로서 각 교사가 교과의 정해진 핵심 아
황규호(1995)

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총
체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박현주(1996)
황윤한 외(1998)

교육과정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정황과 교수 양식에 따라 해석
하는 것
이미 구성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 지침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시 구성하는 것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 수행을 더 열심히 하도록 진작시키고 교

오세웅(2003)

육 환경이나 교수 방법, 또는 교육자료들을 더 나은 학업 수행을 위해
조정 내지는 수정하는 것

서경혜(2009)

서명석(2012)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학생들과 교육상황에 적절하게 다시 구성하
는 것
교사 스스로 전문성에 기초해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교육계획 및 교과서를 재조직화, 수정, 보완, 통합하는 등의
활동

추갑식(2014)

현장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구성이나 순서를 조정하는 것

이러한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체가 교사로 분명해지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점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발전된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과정 재구성’ 정의 2
박일수(2013)

교사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을 추가, 대체, 축약, 생
략, 타 교과 및 단원과의 통합 등의 행위와 학생들이 교과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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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구안하는 것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삶과 절충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아동과 국가 교육과정 사이를 오가며 가르칠 것과 교육환
경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
(박세원, 2011)이 필요하다.

2

주제 중심 통합 학습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야 하는가’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대현, 이영만, 1995). 이는 학생들의 경험이 새로운 경험으로 재구
성되는 것을 성장이라 보고, 이를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주제중심 통합학습의 교육
이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종류와 양은 시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 물론, 시
대를 관통하는 진리와도 같이 여겨지는 지식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이
해하고 적용하는 지식은 이미 교과서 밖 다양한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지식들을 수
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수업 장면
에서 제공하기 위해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이 도입되었다.
주제중심 통합학습이란 어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교과의 요구, 학생
의 흥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조직하고, 학생 주도의 활동을 통합 교육으로 유도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김영수, 2009).
유승희(2000)는 주제 중심 통합학습이, 첫째, ‘학생들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난다.’
는 Dewey의 주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행동함으로써 배우기 때문에 필요하고, 둘째, ‘학생
들은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되 동료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
다’는 Vygotsky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통하여 배우기 때문에
필요하며, 셋째, 학생들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학습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수업 속 학생들의 경험과 협력,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높은 학습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학생들의 동기 수준이
향상되고, 높은 동기화는 스스로 학습 목적을 높이 세우게 하며,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게 한
다(김병욱, 2004)고 하였으며 최문정(2007)은 고학년에서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이 주의집중 면
과 자신감 면에 있어서 전통적 학습을 수행한 학급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감과 관련성 면에서도 비교집단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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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심 통합 학습에서는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이 학습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의 교육을 추구한다. 지식을 밖에서 안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적 지식관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한다(김영수, 2009).
저학년에서 주제 중심 통합학습의 운영이 교사 위주의 설명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인지적 영역인 학업성취와 문제 해
결력 및 정의적 영역인 자아 효능감, 협동심, 학습 흥미도, 학습 참여도, 사회성에서도 유의
한 차이가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강충열,
1998; 김종범, 2000; 정효숙, 2005).
중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통합학습의 적용 대상 학년을 3, 4학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김경희, 2001)가 있고, 중학년을 대상으로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의 선행 학습 수준과 관계없이 학업성취와 학습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
다(김영지, 2003; 박정화, 2004).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윤영철(1999)이 6학년 학생들에게 주제중심 통합학습을 실시
한 결과,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영역을 신장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귀남(2003)은 6학년을 대상으로 84시간의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학업 성취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은 학업성취, 문제해결력, 탐구능력 등의 인지적 영역과 협동
심, 학습흥미도, 학습참여도, 학습 동기 등의 정의적 영역면에서 효과성이 있음이 입증되었
음을 시사한다.

3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수업한 내용을 평
가하게 된다. 단계별로 구체적 실천항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명섭외. 2017)
＊문서나 전시가 아닌,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사가 스스로 학생들의 실태를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교육과정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교육과정
＊교과서가 아닌 성취기준으로 가르치도록 계획되는 교육과정

↓
수업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업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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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중심 수업, 학생참여중심수업, 메타인지를 중시하는 수업
＊계획하고, 탐구하고, 표현하게 하는 수업
↓
평가

＊수업 밀착형 평가(배운 것을 그대로 평가하기)
＊수업 과정형 평가(수업 시간 활동 자체를 평가하기)
[그림 1]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단계

교육과정은 학기 초에 결재를 위해 작성하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실태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된다. 수업은 교과서에 의존하여 교과
서에서 정해준 단원과 활동 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된다. 평가 또한 단원 또는 학기 말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에서 치러지는 지필 위주의 일제 평가가 아니라, 수업 활동 자체가 평가가 되는 과정 중심 평
가로 변모한다.
박승철 외(2015)는 이처럼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화되었을 때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 중
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 둘째, 배움 중심 수업이 용이해짐, 셋째, 학생이 수업의 주도권을 가
짐, 넷째, 교과 내용과 학생의 경험 통합이 용이해짐, 다섯째,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가능
해짐, 여섯째,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신장됨, 일곱째,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 조직으로
전환 될 수 있음을 꼽았다.
신혜진 외(2017)에서 확인해보면‘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며, 서열화가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에 목적을 둔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평가 방
법에 있어서 학습이 끝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지필 평가가 아닌,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수시 평
가가 이루어지며 수행, 관찰, 토의,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된다. 또한, 과정 중심 평
가는 수업 중에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화될 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 그것
을 평가하는 과정이 하나의 흐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통해 실천하고,
이를 학생들의 수행을 통해 평가하여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4

PBL 수업

1) PBL 수업의 역사
프로젝트 학습의 기원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는 Parker와 Dewey를
꼽을 수 있다. Parker는 교사 본위의 체계적 수업 방법을 비판하고 Pestalozzi와 Froebel이
주장한 바 있는 자연에 따른 학습 방법을 주장하면서 1875년부터 Quincy School에서 일명
‘Quincy System’이라고 명명되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는 아동들의 직접적
활동, 경험, 느낌을 중심으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통합하고자 하고 교과서 대신 학교 주변
을 직접 견학하면서 주변의 지형을 스케치하거나 지형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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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교육을 시도하는 것 등이었다(Tanner & Tanner, 1980).
특히 현대적 의미의 프로젝트 학습은 John Dewey의 실험학교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Dewy는 시카고 대학 내 자신이 세운 실험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전통적인 교과목이 아니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아동들이 흥미 있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하는 방법, 즉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
었다. Dewy의 뜻을 옹호하면서 미국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대중화시킨 사람은 Kilpatrick이
다. Kilpatrick은 콜롬비아 대학의 논문집에서 Throndike의 연합주의 심리학과 Dewey의 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수업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이 프로젝트 방법은 교수 방법
인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 이론으로 간주되었고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되었다.
이후, 진보주의 교육의 쇠퇴, 아동 중심주의로 인한 교과와의 연결성 부족으로 문헌에서 거
의 자취를 감추었다(Tanner & Tanner, 1980). 그러나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
라에서는 Dewey의 교육 이념에 바탕을 둔 진보주의 운동이 도입되면서 프로젝트 학습이 운
영되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1960년대 아동 중심적인 교육 운동의 활성화로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에서 ‘프로젝트 학습(topic work)’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Katz & Chard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제창하고 이를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에 보급하고자 노력하였고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방법(project method)’이라는 말이 제한적이고 획일적인 행동지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교사와 아동들이 협조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괄하여 ‘프
로젝트 접근법’이라고 이름 지었다(신옥순, 유혜령 역, 1991).
우리나라에 도입된 프로젝트 학습은 미국의 프로젝트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프로젝트 학습은 1990년대 이후에 Stephens의 저서(신옥순, 유혜령 역, 1991)와 Chard
의 저서(지옥정 역, 1995)가 출간되고, Chard가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워크숍을 통하여 프로
젝트 접근법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열린 교육의 확산으로 다
양한 수업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으며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PBL 수업의 개념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학습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
나인 프로젝트 학습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 형태로 여겨진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학생 간의 협
력을 의미하는 상호작용을 넘어서 학생과 교사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제나 질문을
설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기획, 조사와 탐구를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실
천하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William H. Kilpatrick 자신을 유
명하게 만든 저서 ‘프로젝트방법’에서 프로젝트를 ‘사회적 장면에서 온 힘을 쏟을 만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규정하고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을 목적설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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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실험, 판단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비록 Kilpatrick 프로젝트 방법을 하나의 수업 방법으
로 생각하고 커리큘럼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프로젝트 방법이 수업 방
법인 동시에 커리큘럼 개발 이론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PBL에 대하여 Thoms(2000), Mifflin(2003), Jones et al.(1997)은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을 조
직해가는 모델, Laffey et al.(1998)은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화해가
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맥락적인 수업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SMCOE(San Mateo Country
Office of Education)는 PBL을 교사 중심적이고 간단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벗
어나, 장기간 동안 통합 교과적이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생 중심적인 교실활
동 모형으로 정의하면서, PBL이 성공하기 주요 요인으로 실세계와의 관련성, 협동학습, 학생
주도성, 다원적 평가,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의 확대, 교육과정 내용의 개발, 멀티미디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SMCOE, 1997)
Boise State University와 Buck Institute for Education(2004)은 PBL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 조사, 탐구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상적이고 지적인 과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PBL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들이 학습
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추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해결해가면서 그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자
신의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을 더 넓은 사회를 향해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프로젝트기반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과 문제중
심학습(PBL: Problem Based Lrarning)이 PBL이라는 같은 약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이 혼동되
어 사용될 때가 있다.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문제중심학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한 점
이 많다. 첫째, 실생활 문제를 제시하여 수업 활동에 참여한다. 둘째, 과제 해결에 다양한 접
근 방법이 존재하는 개방형 과제가 제시된다. 셋째,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모둠
별 협력학습을 중시한다. 넷째,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탐색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간
다. 다섯째, 교사는 조력자나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은 주어진 문제들이 실생활의 복잡한 사례들로 비구조적인 특
징을 갖고 분명한 결론이나 해답이 존재하지만 프로젝트기반학습은 산출물을 완성해가는 과
정이 프로젝트이며 이과정을 통해 특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리하면 PBL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질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며 혐력적인
조사 탐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형태이다. PBL이란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기획함으로써 학습자와 조력할 뿐
아니라 학습자와 상호작용하여 역동적 배움을 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봤을 때 과제의 특징, 교수-학습의 특징, 교수자 및 학생의 역할 면에
서 공통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PBL 수업의 목적
이경애(2000)는 프로젝트 학습의 목적을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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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들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이 자신의 실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배운 지
식을 프로젝트 활동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
의 다양한 사고와 흥미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식과 실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학
습과 학생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로 프로
젝트 수업을 통해 또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상대방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Katz와 Chard(1989)가 제시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세계가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할 만한 흥미로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학습동기를 높여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회가 협의, 협동,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고 소속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학교생활을 통해 자유와
책임, 사회성,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도 이런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와 준비, 프로젝트 탐구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장면들로 끊임없이 도
전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생들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매체자료를 활용
하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4) PBL 수업의 교육적 가치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에서 말하는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김대현 외,
1999).
첫째,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높임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다음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
습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이 수업마다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자존감 향상에도 기여 한다.
넷째, 프로젝트 수업은 보통 모둠이나 학급 전체로 추진되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의 특성은
학생들에게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모둠별로 해결을
하기 위해 다른 모둠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이 동반되어
협동심과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향이 잘못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방향과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와 동료 모둠
원들간의 대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기회가 되어 사고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기회가 많아지고 주변의 자원들을 활
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가 보통 실생활 속에서 일어
나는 현상 혹은 일어날 법한 일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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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변 자원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탐구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조사, 인터뷰 등 주로 실행하
여 탐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방법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일곱째,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 경험을 줄 수 있다. 교사는 프로젝트 수
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
비, 유연한 진행, 학습자에 대해 헌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 잠재
력을 확인하고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교사들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여덟째, 프로젝트 수업은 학부모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시킨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부모가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되고
가정의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
회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편견을 깨고 지역 사회와 인사들의
교육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Katz와 Chard(1992)는 또한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 조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해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도 보았다.

5) PBL 수업의 특징
프로젝트 수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특징
을 갖는 지에 의해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Thomas(2000)는 프로젝트가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중심성, 추진질문, 구성주의적 조사, 자율성, 현실성’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중심성’이란 프로젝트가 교육과정 주변의 것이 아닌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의 중심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추진질문’이란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뜻한다. 개
념적 지식과 학습 활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주제를 중심
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성주의적 조사’란 학생들이 구성주의적 연구 즉 탐구, 설계, 의사결정, 문제발견, 문제
해결, 모델 수립의 과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상당부분 학생 주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리 예정된 경로를 따라
예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이 통함되
어 진행 되어야 하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교수 학습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책임감
을 갖고 학습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은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하며 실세계
에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Kilpatrick(1918)은 프로젝트 수업의 정의에 대해 학생이 계획하고 현실 가운데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학습방법이라고 하였다.
Muller(1928), Morrison(1931), Reeves(1932), Good(1973), Maley(1978) 등 프로젝트 수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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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반부터 주로 미국에서 성황을 이룬 학습 지도법의 형태인데 논하는 사람에 따라 강
조하는 부분은 다르더라도 공통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지옥정, 1999).
첫째,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추구한다.
둘째,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 문제 발견, 계획, 문제해결의 실천을 거쳐 새로운 지식과 경험
을 종합적으로 획득한다.
셋째, 실제 삶 속에서 생산이나 생활 활동을 수행한다.
넷째, 학습 내용이 아동 개개인에게 유의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프로젝트 각 단계마다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다르며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
시키고 격려하는 조력자,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협력
적 관계를 강조한다.
일곱째,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들끼리의 적극적인 교류, 상호작용으로
협동적 학습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위를 종합하여 봤을 때 프로젝트 수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을 학습 과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흥미를 느끼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의 반복으로 학습
활동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은 실세계와 관련되어 있어 학습 과정의 맥락에서 다양한 실제 자료를
활용하고 실제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그들의 학습결과물을 지역사
회에 나타내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탐구 및 표현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프레젠테
이션, 문서, 구조물, 제안서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통해 결과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된다.
넷째, 프로젝트 해결은 혼자 할 수 없다. 모둠원들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의사소통기술, 협
력기술 등 사회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메타인지, 셀프모니터링, 자료 분석, 정보에 대한
평가 등 인식론적인 사고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6) PBL 수업의 장·단점
프로젝트 수업은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정성봉(2002)에 의하면 프로
젝트 수업의 장점은 학생의 흥미에서 출발하여 확실한 동기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므로 자주성과 책임감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끝까지 과제를 수행을 요구하
므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게 된다. 특히 창의성과 연구심을 중시하므로, 창조적, 연구적 태도
를 가르는 데 탁월하고, 협동 정신, 지도 정신, 희생정신 등 많은 사회적인 덕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며,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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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생각하면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수업 계획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있고, 모둠으로 협력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의
특수한 학생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고, 교과 지식이나 내용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업
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흥미나 재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체계성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
또, 김대현(1999)에 의하면 아동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며, 집단 과제를 통하여 협
동심을 신장시키고,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교육 기관에
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 프로젝트
수업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단점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
기하는데 그것은 수업 진행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와 수업 진행 시 학부모 및 지역사
회의 지지와 지원이 요구되나 거기까지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많
은 경우 본래 취지의 프로젝트 수업의 목적에 이르지 못할 때를 지적하였다. 그와 더불어
교실 공간 구조의 한계인 물리적 환경과 프로젝트 수업의 통합 과정을 이해력이 부족한 학
생으로 이해 단순 체험 활동 위주로 끝나는 것을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은
활동 중심 수업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참여와 활동만을 강조하고, 사고 과정을 경
시하므로 인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
려까지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 PBL 학습의 단계
교육부 도덕과 지도서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 학습은 일반적으로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
루어진다. 살펴보면 목적설정(purposing) 및 계획(planning), 실행(executing), 그리고 마지막
평가(evaluation)로 이루어지는 순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학습을 실제로 진행할 때
에는 그 목표와 의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단계를 변형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때로
는 단계는 크게 3단계에서 6단계까지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
학자별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습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3> 와 같
다.
<표 3> 프로젝트 학습 절차 및 단계
연구자

(출처: 이수영, 2018 p. 8)

프로젝트 학습 단계
목적 단계(학습목표 선택하기, 학습목표 확인하기, 흥미 환기)-계획

Kilpatrick

단계(학습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기, 설계하기)-실행 단계(안전유의,

(1918)

창의력 발휘, 격려)-평가 단계(자기 반성하기, 전시하기, 상호평가
하기)

Chard

1단계(주제망 계획-질문 목록 작성)-2단계(현장 조사 계획 수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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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김대현

문가 초청)-3단계(활동 재검토 및 평가-전시하기)
준비하기-주제 결정하기-활동 계획하기-탐구 및 표현하기-마무리

(1998)

하기-평가하기

Markhan et al

시작하기-질문 제작하기-평가방안 계획하기-프로젝트 개발하기-프

(2003)

로젝트 관리하기

이춘식

목적 설정하기(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선정하기)-계획하기(정

(2003)

보 탐색하기, 설계하기)-실행하기-평가하기

Hallermann et al
(2011)

프로젝트 시작하기-프로젝트 내용 계획하기-프로젝트 운영하기-성
찰과 완성

Baker et al
(2011)

설명-문제 정의-문제 조사-당사자 이해-해결책 결정-계획 수립-계
획 실행-요약 평가 및 반영

강인애 등

준비하기-주제 선정하기-계획 하기-진행하기-최종 산출물 완성 및

(2011)

발표하기-평가하기

여상한, 엄우용
(2014)
Larme et al
(2015)

주제선정-교수·학습 설계-문제 해결 계획-문제해결-발표 및 평가
프로젝트 설계하기(상황 고려하기-아이디어 구상하기-기본틀 잡
기)-프로젝트 운영하기(프로젝트 시작하기-지식·이해·역량 키우
기-비평하고 개선하기-결과물 발표하기)

프로젝트 학습의 각 단계는 Katz와 Chard의 정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프로젝트 학습의 각
단계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프로젝트 학습의 4단계
마무리
준비
단계

➡

시작
단계

➡

전개
단계

➡

및
평가
단계

프로젝트 단계별 각각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atz&Chard, 1992)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각종 사전준비, 주제망 예비구성,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자원 목록
작성, 학부모 참여 유도를 위한 안내를 한다. 여기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에 호기심을 갖
도록 유도하고,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하여 예비 주제망을 작성하여 프로젝트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주제 결정이나 목록 작성은 학생이 주체적으
로 참여하여 항상 변화가 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시작단계는 학생들의 흥미 유도와 주제 발현, 초기 토론으로 주제망을 구성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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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확정하고 질문이나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어 내고, 주제를 실현시킨다. 이때 교사는 교실 환경을 학습 주제, 내용에 맞게 조성하고 사
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 브레인스토밍, 유목화와 주제망 그리기 등의 순서로 학생들 간
의 토론을 진행시켜 학습 주제망을 작성토록 한다.
셋째, 전개단계는 질문 목록 작성, 과제 조사, 탐구방안 의논 등 본격적인 프로젝트 학습,
교사 – 학생, 학생 – 학생 간 적극적 소통 및 자료수집, 실험관찰, 견학등 다양한 탐구 방법
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유목화에 기반을 둔 학습목표가 될 소주제를 선정하고, 학습 소주
제에 맞는 모둠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알고자 하는 대상이나 체험해 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다. 학부모와의 연계 고려하고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면 탐구, 협의, 토론, 토의, 표현 등을
적극적으로 해내어 학습효과를 높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및 평가 단계는 프로젝트 활동을 재검토하고,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전
시회, 발표회 개최, 프로젝트 단계별 학생평가, 성찰, 피드백,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이 과정
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적인 활동을 제고하고 성찰하여 개선점을 삼는
것이다.

5

선행 연구

1990년대 이후 유아교육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 학습이 적용된 이후 초등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학습이 확산되었고,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째, 프로젝트 학습과정에서 초등학생의 인지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 것으로 백나영(2011)
은 학습부진 아동들의 기본학습능력, 학습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장원근
(1988)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중심, 흥미중심, 주제중심, 활동중심의 통합교과
프로젝트 학습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다. 교과를 적용한 뒤 인지적 변
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난희(2005), 김율리(2003)는 각각 영어, 과학 교과에 프로젝트 학
습을 적용시켜 영어, 과학 학습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였다. 류신영(2007)은
프로젝트 문제를 활용한 구체적인 수학하기 활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 수학적 의사소통이 향상되면서 읽기 및 이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과정에서 초등학생의 정의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영(2013)
은 ‘친구’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현정(2013)은 학교폭력 프로젝트 학습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김숙자(2009)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타인존중, 공동체의식 등의 긍정적인 인성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으
며, 송혜진(2007)은 초등학교 고학년 부적응 학생의 학습적응력 신장, 친구와 협력관계 발전 등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정의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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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2009)은 ‘이웃’ 프로젝트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기술과
표현 기술의 향상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고, 유승희(2003)는 프로젝트 수업이 아동의 창의성,
긍정적 자아개념, 인간관계 증진 등에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김민재(2014)는 ‘이
야기’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인지, 정의, 사회적 발달로 인한 전인적
성장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넷째, 프로젝트 학습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
은경(2000)은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과제 수행능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고, 강석근(2002)은 학생의 자신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에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를 이야기 하고 있고, 정모아(2014)는 프로젝트 학습이 전통적 수업
방식보다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학습은 초등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의식, 협력, 창의성, 자신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등을 신장 시
키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과와 학년별, 학교급별의 학
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음을 볼 때 프로젝트 학습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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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수업 실제 사례 관련 출판물 분석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실천 연구를 위해 우선 프로젝트가 실제 수업 속에 구
현되어 온 양상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몰입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라고 한다면 그
동안의 수업에서 간과해 왔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다뤄진 부분이 없는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정리한 출판물 6권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1학년~6학년·중
등·고등) 제시, 초등(저·중·고), 중등으로 제시, 학교급별(초·중·고)로 제시하여 다양한 주
제들이 수업에 실행되고 있었으며, 주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 수업사례에서 주요 활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교사
들이 하는 활동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활동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 수
업은 단순히 주제통합으로만 활동을 전개하는 수업이 간혹 보여 프로젝트 수업의 본질을 알고,
교육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셋째, 프로젝트 주제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교과, 비교과연계까지 다 녹여낸 수업사례가 대
부분이었고, 차시도 적게는 5차시부터 30차시까지 주제와 활동량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
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하는 프로젝
트가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향이 보였다.

1

‘톡톡, 프로젝트 학습으로 배움을 두드리다’출판물

평범한 교사들이 프로젝트 학습에 매력을 느껴 공부하고 실천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처음 프
로젝트 수업을 접하는 교사에게 추천한다. 프로젝트 학습에 관해 연구하고 나름의 방법을 터득
해나가며 실천한 기간의 시행착오를 모두 담았다.
프로젝트 학습에 있어 주제선정, 팀 빌딩, 프로젝트의 진행 및 평가, 나아가 수업연구와 성찰
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학습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10차시로 구
성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성은 눈에 띄나 모든 것을 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어 교사가 숙
제로 과제를 제시하고 수업 시간에는 과제 해온 것을 모둠원들과 정리하고 협의하며 발전해나
가는 형식이었다. 아울러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를 실생활
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10회차 프로젝트 수업 진행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누구나 프로젝트 수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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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세상을 바꾸는 AD Maker’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세상을 바꾸는 AD Maker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탐구문제 :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영향력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학습 내용 안내 및 프로젝트 탐구 계획 수립하기
- 기억에 남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준비하기 및
소집단
구성하기

◦프로젝트 학습 주제 및 방법 안내하기
◦팀 구성 및 팀원 역할 정하기, 팀 서약서 쓰기, 토의하는 방
법 익히기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 I SEE YOU

프로젝트

◦과제 제시

계획하기

- 내가 생각하는 좋은 광고를 찾아 링크를 카페에 올리기
- 광고의 제작 과정 조사하여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기
◦탐구하고 싶은 주제선정 및 주제망 짜기
◦광고 제작 토의하기 및 광고 제작 활동 계획하기
주제 결정 및
활동 계획하기

-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나리오 작성, 광고 제작 기간,
광고 제작 장소, 광고 제작 방법, 역할 분담 등
◦과제 제시
- 활동계획 완성하여 카페 게시판에 올리기
- 팀 주제와 관련된 영상 찾아보고 비교하기
◦광고 제작을 위한 배경 지식 익히기
- 광고의 표현 특성 이해하기, 광고의 신뢰성 평가하기

탐구 활동하기

◦기존 광고 작품을 통해 광고 분석해보기
◦광고 시나리오 작성하기
- 교사의 요구 : 상품광고가 아닌 스토리텔링 형식의 광고,

프로젝트

영상은 3분 이상 제작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광고 분석하고 발표 준비하기

실행하기
Ⅰ
탐구 활동하기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중간발표를 위한 팀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 교사가 양식을 제공

중간 탐구 결과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발표하기

- 주제, 주제선정이유, 제작계획, 시나리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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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은 팀 발표, 1분은 질의 응답시간
◦선생님의 의견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
법 수정 및 보완하기
산출물 제작
계획하기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및
산출물
제작하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광고 제작하기
◦탐구 계획 세운 대로 광고 완성하기
◦프로젝트 탐구 과정을 담은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과제 제시
- 광고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완성되면 선생님 메일로 보내기
- 팀 소개 영상을 찍어 영상의 끝부분에 함께 넣기

프로젝트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실행하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Ⅱ

최종발표회
준비하기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과제 제시
- 최종보고서, 최종 PPT를 국어팀 게시판에 기한 맞춰 탑재
- 최종산출물 영상 피드백 참고하여 편집 후 선생님께 전송
- 팀별 발표 역할 나누고 발표 대본 작성해 발표 준비하기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최종 탐구 결과
발표하기

- 팀원 전원 발표 원칙, 학부모님 초청
◦다른 팀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BEST 광고 선정하기

프로젝트

지식나눔강연회

돌아보기

및 평가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2.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나는 학생 기자다’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나는 학생 기자다
■ 프로젝트 주제 :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취재해 뉴스 보도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및

계획하기

소집단

◦탐구문제 : 우리가 학생 기자로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뉴스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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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안내 및 프로젝트 탐구 계획 수립하기
◦‘나는 학생 기자다’ 프로젝트 학습 주제 및 방법 안내하기
- 최근에 본 뉴스, 왜 뉴스를 보는가, 뉴스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기
구성하기

- 기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기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
◦팀 구성 및 팀원 역할 정하기, 팀 서약서 쓰기, 토의하는 방
법 익히기
◦과제 제시
- 기자란 무엇인가?
- 기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조사한 과제 발표하기
◦뉴스 제작에 앞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배우기
- 뉴스는 무엇인가, 뉴스가 가지는 성격, 뉴스의 종류
- 뉴스로 보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판단해보기

주제 결정 및
활동 계획하기

◦탐구하고 싶은 주제선정 및 주제망 짜기
- 뉴스의 3가지 기능을 모두 뉴스로 만들기
＊ 정보 전달 기능 : 카드 뉴스
＊ 사회 현상 비판 기능 : 동영상 뉴스
＊ 여론 형성 기능 : 신문 뉴스
◦뉴스 제작 토의하기 및 뉴스 제작 활동 계획하기
◦뉴스 제작을 위한 배경 지식 익히기
- 뉴스의 구성 이해하기, 뉴스의 신뢰성 평가하기
◦뉴스의 다양한 종류 알아보기

탐구 활동하기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프로젝트

◦동영상 뉴스 제작계획 세우기

실행하기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토의하기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Ⅰ

◦중간발표를 위한 팀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Ⅱ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선생님의 의견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
법 수정 및 보완하기

산출물 제작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뉴스 제작하기

계획하기
최종보고서

◦탐구 계획 세운 대로 뉴스 완성하기

작성하기 및
산출물
제작하기

◦뉴스 제작하기
◦프로젝트 탐구 과정을 담은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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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회
준비하기

최종 탐구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지식나눔강연회

돌아보기

및 평가하기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 최종 PPT, 뉴스 영상
◦다른 팀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BEST 뉴스 선정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결
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3.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역사 인물 판정단’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역사 인물 판정단
■ 프로젝트 주제 : 역사 인물이 한 행동, 업적을 바탕으로 역사 인물 재평가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탐구문제 : 어떻게 하면 역사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여 사람
들에게 우리가 평가한 역사 인물을 소개할 수 있을까?
◦‘역사 인물 판정단’ 프로젝트 학습 내용 안내하기
- 허균에 대한 영상 보여주기
준비하기 및

- 허균에 대한 인물을 간략하게 평가해보고 돌아가며 이유 말

소집단

해보기, 같은 역사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음

구성하기

을 알기
◦소집단 구성하기 및 역할 나누기

프로젝트

◦팀 이름 정하기 및 팀 빌딩 활동하기

계획하기

◦과제 제시
- 탐구해보고 싶은 역사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조사해오기
◦탐구하고 싶은 역사 인물 선정 및 주제망 짜기
- 홍경래는 사람들을 이끌 만한 인물이었나?
주제 결정 및
활동 계획하기

- 신사임당이 5만 원 권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 사도세자를 죽인 건 과연 영조뿐인가?
- 연산군은 과연 폭군인가?
- 조광조의 개혁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 세조는 과연 잔혹한 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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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물을 조사하는 방법 토의하기 및 역사 인물 조사 학
습 활동 계획하기
-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자료, 결과물 제작 방법, 역할
분담
◦과제 제시
- 우리 팀 역사 인물을 조사해오기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토의하여 역사 인물에 대해 정
리하고 분석해보기
탐구 활동하기

◦역사 인물을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을 협의하고 역할 분담하여
추가 조사하기
◦과제 제시
- 우리 팀 역사 인물에 대해 추가 조사해오기

프로젝트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역사 인물에 대해 평가해보기

실행하기
Ⅰ

탐구 활동하기

◦중간발표를 위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과제 제시
-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선생님 메일로 제출하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선생님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법 수정
및 보완하기

산출물 제작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계획하기

◦역사 인물 소개 자료 만들기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및
산출물
프로젝트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제작하기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역사 인물 소개 자료 만들기
- 뮤직비디오, 영상물, 역사 인물 소개물, PPT 등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실행하기

- 대본을 그냥 읽는 발표 영상을 보여주며 문제점에 대해 같

Ⅱ
최종발표회
준비하기

이 이야기해보고 좋은 발표의 예시 영상을 통해 좋은 발표는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정의해보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최종 탐구 결과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발표하기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프로젝트

지식나눔강연회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돌아보기

및 평가하기

결과 발표하기

- 23 -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4.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지구촌 문제해결단’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지구촌 문제해결단
■ 프로젝트 주제 : 지구촌 문제를 탐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
고 직접 실천해보기
■ 관련 교과 : 사회,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 심 내 용

절차

준비하기 및

◦탐구문제 :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지구촌 문제해결단’프로젝트 학습 내용 안내하기
- 왜 우리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까? 모둠별로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기
◦소집단 구성하기 및 역할 나누기/팀이름 정하기 및 팀별 활동하기
◦과제 제시
- 교사가 EBS 관련 영상 제공

소집단

지구촌 문제

영상 제목

구성하기

환경(지구온난화)
환경(쓰레기 오염)
환경오염
물 부족
전쟁(소년병)
난민
공정무역
인종차별

얼음 위를 걷고 싶어요!
플라스틱 아일랜드
신호
물 좀 주소
킬링필드
열다섯 살이 되는 법
커피 한 잔의 이야기
모자이크 프로젝트

프로젝트
계획하기

-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지구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
당 문제에 대한 사진 중 다른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낄 만한
사진 3장 인쇄해오기
◦탐구하고 싶은 지구촌 문제 선정 및 주제망 짜기
- 쓰레기로 인한 우리의 미래를 되살리자!
- 기아 문제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주제 결정 및

-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시리아 난민을 돕자!

활동 계획하기

- 시리아 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쓰레기 오염 방지를 위한 작은 캠페인
-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구촌 문제 탐구방법 토의하기 및 탐구할 내용 계획하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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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분담하기
-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계획할 때 실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과제 제시
- 우리 팀 지구촌 문제를 조사해오기
◦선정한 지구촌 문제를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홍보물에서
소개할 내용 선정하기
- 제작된 홍보물은 학교 중앙 현관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평가
탐구 활동하기

할 수 있게 하고 프로젝트 전체 점수에 반영함(미리 공지).
- 홍보물 만들 때 주의할 점, 정확하고 간단한 설명, 눈에 띄
는 사진, 인상적인 문구 안내

프로젝트

◦지구촌 문제 홍보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실행하기
Ⅰ

◦조사해온 내용을 토대로 토의하기
탐구 활동하기

◦제작한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협의하기
◦중간발표를 위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선생님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법 수정
및 보완하기
◦지구촌 문제해결 방법 모색하기
-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영상, 단체 소개
◦해결방법 중 실천 가능한 방법 협의하여 선정하기
- 실현 가능성, 시간, 장소, 준비물, 역할 분담 협의 확인
탐구 주제
쓰레기로 인한 우리의
미래를 되살리자

프로젝트

산출물 제작

실행하기

계획하기

기아 문제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최종보고서

◦모금 활동으로 기아 구호 단체 기부

시리아 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쓰레기 오염 방지를 위한
작은 캠페인

◦난민 스티커 제작, 판매 후 난민 구
호 단체에 기부
◦유튜브에 난민 문제 영상 올려 홍보
활동
◦사랑의 지우개 제작 판매한 수익금
난민 구호 단체 기부
◦캠페인 활동
◦쓰레기 줍기 임무 활동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금 활동을 하여 기아 구호 단체에
기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시리아 난민을 돕자!

Ⅱ

활동 방법
◦캠페인 활동, 쓰레기 줍기
◦급식 남은 음식 줄이기 캠페인 및
임무 활동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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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기 및
산출물

◦지구촌 문제해결 방안 실천하기

제작하기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최종발표회
준비하기

- 활동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최종산출물 제작하기
- 3분 이내 발표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최종 탐구 결과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발표하기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지식나눔강연회

돌아보기

및 평가하기

- 2팀을 선정해 보상했지만, 모두가 프로젝트 학습에 재미를
느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기에 다음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5.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노래’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노래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보기
■ 관련 교과 : 음악,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탐구문제 :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노래를 만들고 들려줄 수
있을까?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노래’프로젝트 학습 내용 안내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준비하기 및
소집단
구성하기

- 활용할 수 있는 앱: hum on, sound camp
- 음표의 길이, 음의 높낮이 등을 알고 악보에 쓸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며 음악 이론 학습에 대한 필요성 알기
◦소집단 구성하기 및 역할 나누기
◦팀 이름 정하기 및 팀 빌딩 활동하기
- 아이스 제동 : 노래 앞부분 3초 듣고 제목 알아맞히기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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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싶은 노래 주제 조사하기
＊짝사랑, 실연, 스트레스, 희망 등의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
를 각각 3곡 이상 찾아오고, 가사 프린트해오기
＊요즘 친구들의 관심사,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보고, 그 노래가 좋거나 인
기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보기
◦조사해 온 내용을 토대로 주제별 노래 분석하기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노래 주제 결정하기
- 초등학생의 짝사랑하는 마음
- 학교에서의 일상
- 크리스마스를 앞둔 외로움과 기대
주제 결정 및
활동 계획하기

- 헤어짐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 전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
◦곡 제작 활동 계획하기
- 가사 만들기, 노래 부르기, 반주하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
◦과제 제시
- 우리 팀이 정한 주제의 노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찾기
- 일기, 드라마 대사, 기존 노래 가사, 친구의 사연 등에서 우
리 노래에 담고 싶은 내용 써오기
◦토의를 통해 곡의 형식 및 분위기 결정하기
◦선정한 주제에 관해 가져온 자료들을 토대로 가사 대략 쓰기

탐구 활동하기

◦후렴 부분 가사 쓰기
◦과제 제시
- 도입부, 전개부, 후렴, 마무리까지 모든 가사 대략 써오기
◦가사에 맞는 리듬 넣기, 멜로디 흐름 만들기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프로젝트

탐구 활동하기

◦중간발표를 위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과제 제시

실행하기

- 중간보고서 작성해서 선생님 메일로 제출하기

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선생님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법 수정
및 보완하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 누가 반주할 것인지 등의 세부 계획, 노래와 랩을 동시에
넣는 것이 어울리는지 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과제 제시
- 다른 팀의 의견을 참고해 탐구 내용 수정 및 보완하기
- 노래의 멜로디 녹음 또는 악보에 그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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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결하여 멜로디 만들기
산출물 제작
계획하기

- 교사는 학생들에게 노래를 만드는 일반적인 법칙 알려주기
◦노래 제작 과정에서 세부적인 역할 분담하기
◦노래 및 반주의 형태 정하기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최종보고서

◦가사, 리듬, 멜로디 수정 및 연습하기

작성하기 및

◦노래 및 반주 녹음하기

프로젝트

산출물

실행하기

제작하기

Ⅱ

- sound camp, garage band 앱을 활용해 드럼, 기타, 키보드
등의 악기 소리를 내어 쉽게 반주 만들어 보기
- 셰이커와 같은 리듬 악기를 활용해 직접 반주할 수도 있음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최종발표회
준비하기

◦최종 발표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과제 제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 발표 준비하기

최종 탐구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지식나눔강연회

돌아보기

및 평가하기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가장 공감 가는 가사와 좋은 멜로디의 노래 선정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6.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웹툰의 세계로’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웹툰의 세계로
■ 프로젝트 주제 :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제작하기
■ 관련 교과 :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탐구문제 : 어린이 웹툰 작가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웹툰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
계획하기

준비하기 및
소집단
구성하기

◦‘웹툰의 세계로’ 프로젝트 학습 내용 안내하기
- 우리만의 재밌는 웹툰을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이를 위
해 기존의 웹툰을 분석하고 이야기, 작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소개함
◦소집단 구성하기 및 역할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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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브레이킹 : 협동 그림 그리기
◦팀 이름 정하기 및 팀 빌딩 활동하기
◦과제 제시
- 내가 배우고 싶은(좋아하는) 웹툰 작가와 대표 작품 조사하
기 : 웹툰 작가, 대표 작품, 인상적인 캐릭터 및 표현기법 등
◦마인드맵 그리기 및 조사 과정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 웹툰을 주제로 웹툰의 장르와 구성 요소 등을 내용으로 마인
드맵 작성
탐구
계획하기 및
탐구
활동하기

◦좋아하는 웹툰과 웹툰 작가 조사하고 발표하기
- 웹툰에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 웹툰 속 캐릭터의 표정 말고도 캐릭터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웹툰 속 다양한 표현기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문하기
◦과제 제시
- 웹툰에는 어떤 장르가 있을까?
- 장르별 대표 웹툰의 대략적인 이야기 조사하기
◦웹툰 장르와 주제를 조사하여 특징 파악하기
◦제작하고자 하는 웹툰의 장르와 주제 협의하기

프로젝트

탐구

실행하기

활동하기

◦과제 제시
- 웹툰 캐릭터 특징 조사하기
- 기준 세워 캐릭터 분류하기

Ⅰ

- 장단점 생각해 보기
◦웹툰 캐릭터 조사하여 분류하기 및 특징 파악하기
탐구
활동하기
및 주제
결정하기

- 몇 명의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좋을까?
- 동물 캐릭터와 사람 캐릭터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중간발표를 위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 중간발표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교사는 점검해야 함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Ⅱ

산출물 제작
계획하기

◦선생님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법 수정
및 보완하기
◦과제 제시
- 웹툰 줄거리 작성하기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이 모두 들어간 짜임새 있는 줄거리로 작성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웹툰 시놉시스, 촬영대본 제작하기
- 시놉시스 : 시작 중간 끝/ 기승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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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대본 : 전체적인 그림의 특징과 연출을 미리 그려 잡은
것
- 촬영대본 제작→스케치→채색→스캔→파워포인트 효과
◦과제 제시
- 채색 후 교무실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기
- 그림 파일로 변환하여 PPT 제작하기
- 최종보고서 역할 분담하여 작성 시작하기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및
산출물
제작하기
최종발표회
준비하기

최종 탐구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돌아보기

지식
나눔강연회
및 평가하기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웹툰 스케치 및 채색하기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과제 제시
- 최종 ppt, 최종보고서, 최종산출물 완성하기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 인물의 대사와 해설을 아이들이 직접 더빙하며 발표
- 효과음, 배경음악 삽입도 가능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BEST 웹툰 선정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7.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예절 배우며 세계 여행하기’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에티켓 배우며 세계 여행하기
■ 프로젝트 주제 : 학생들 스스로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한 후 그 나라의 에티켓에 대
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를 조사하고 홍보해보기
■ 관련 교과 : 영어,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계획하기

핵심내용

준비하기 및
소집단
구성하기

◦탐구문제 : 세계 여러 나라의 에티켓을 조사해보고 왜 이러
한 에티켓이 생겼는지 역사적, 문화적으로 탐구해봅시다.
◦에티켓 배우며 세계여행하기’ 프로젝트 학습 내용 안내하기
- 우리나라의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예절에는 어
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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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결정 및
활동 계획하기

- 우리나라는 왜 이런 예절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 우리나라 예절을 홍보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집단 구성하기 및 역할 나누기
◦팀 이름 정하기 및 팀 빌딩 활동하기
◦과제 제시
- 내가 조사하고 싶은 나라와 이유 생각해오기
- 홍보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해보기
◦조사하고 싶은 나라 선택 및 홍보 방법 주제망 짜기
◦조사 과정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과제 제시
- 결정한 나라의 예절을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은 팀별 게시판에 올리기
◦각자 조사한 내용을 팀원과 나누기
◦여러 에티켓 중 깊이 있게 탐구할 에티켓 선정하기
- 특색 있는 에티켓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 필요
나라
인도

러시아

탐구 활동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Ⅰ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호주

탐구 활동하기

선택한 에티켓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
◦소가 길을 막고 있어도 기다려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면 부정의 의미,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
긍정을 의미한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음식을 먹을 때 한 접시를 공유하지 않는다.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워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스스로
치우지 않는다.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낮잠을 잔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한다.
◦상대방의 성 앞에 특별한 단어( 세뇨르, 세뇨리타 등)
가 붙는다.
◦상황별 다양한 식사 예절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코를 훌쩍거리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
이다.
◦주로 약속 시간에 늦는 경향이 있다.
◦손을 펼치는 것은 심한 욕이다.
◦저녁을 늦게 먹는다.
◦personal space라는 개인 공간을 지켜줘야 한다.
◦양말과 슬리퍼를 같이 신지 않는다.
◦좌측통행을 한다.

◦과제 제시
- 각자 맡은 에티켓을 깊이 있게 조사하기: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역사, 문화적으로 파악해보기
◦에티켓이 만들어진 이유를 역사 및 문화적으로 깊이 있게 탐
구하기
◦중간발표를 위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중간발표 자료 만들기
◦과제 제시
- 중간 탐구 발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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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탐구 결과 발표하기
중간 탐구 결과
◦선생님 및 다른 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활동 방법 수정
발표하기
및 보완하기
◦결과물 제작 방법 협의하기
◦에티켓 홍보 자료 만들기
산출물 제작
- 포스터, 영상이 주로 많았음
계획하기
◦과제 제시
- 홍보 방법 계획 완료, 홍보 자료 제작
프로젝트
실행하기
Ⅱ

프로젝트
돌아보기

2

최종보고서
작성하기 및
산출물 제작하기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에티켓 홍보 자료 제작하기

◦좋은 발표에 대해 생각해보기 및 발표 방법 알아보기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역할 분담하기
최종발표회
◦발표 방법 협의 및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하기
준비하기
- 교사의 지속적인 확인 및 피드백 중요
- 발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 확인
◦탐구 과정 및 결과물 발표하기
최종 탐구 결과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기
발표하기
◦BEST 홍보 방법 선정하기
지식나눔강연회
및 평가하기

◦교과별 산출물 결과가 우수한 2팀씩 출전하여 탐구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프로젝트 활동 반성 및 소감 나누기

‘설레는 수업, 프로젝트 학습 PBL 달인 되기 2 : 진수’출판

이 책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실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실전 안내 책자다. 장마다 크
게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과 ‘Teacher Tip’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업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활동지와 해당 주제와 활동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프로젝트 학습(Project or Problem Base Learning:PBL)이 어느 수업보다 정교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잘 만들어진 ‘문제’일수록 상황적이며 맥락적이고, 창의
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열린 이야기 공간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Intro→Starting Point(문제의 출발점)→PBL MAP(학습 흐름 이해하기)→Quest+나만의 교과서
(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 문제해결을 위해 공부
해야 할 주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스스로 평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이 9개의
문제 상황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로젝트 학습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세부적인 실천방
법을 자세히 제시해 놓았으며, ‘Teacher Tips’를 통해 교사가 수업 전, 수업이 진행되는 과
정 중에도 수시로 학습 과정을 확인해가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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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소재로 한 이야기 창작, 고전으로 세상 읽기, 여행설계를 통한 세상 이해하기, ‘6℃의
악몽’을 통한 환경과 생태계 교육, ‘사건번호 601’의 3개 시리즈를 통해 과학수사 기법, 추
리소설 써보기, 영화제작, ‘차이 나는 클래스’를 통해 거꾸로 교실 혹은 하브루타 방식의 수
업, ‘MARS, 아레스 탐사대를 구출하라!’를 이용한 ‘우주’와 ‘힘과 운동’ 수업 등 총 9
개의 주제가 소개되어 있고, 각 주제는 4~5개의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마치면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다.
1.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 사례, ‘Bedtime Story, 지난밤 꿈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이야기’
■ 학년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Bedtime Story, 지난밤 꿈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이야기
■ 프로젝트 주제 : 꿈을 소재로 한 이야기 창작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들을 하나씩 떠올려가며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발굴하
고, 이를 기초로 창작의 과정을 요구하는 만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
◦기간 : 8~10일(9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 기억 속의 꿈들을 떠올려 보고, 소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 꿈에서 느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동료학습자의 꿈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Quest 02>
- 소설의 구성 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알고, 꿈 이야기의 짜임을 구성할 수

프로젝트
설계하기

있다.
- 소설의 다양한 장르를 살펴보고, 자신의 이야기에 맞는 장르를 결정할 수
있다.
- 소설의 전개과정(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
할 수 있다.
<Quest 03>
- 대사와 지문을 적절히 사용하고 이야기 흐름(소설 전개과정)에 맞게 완성
할 수 있다.
- 자신 또는 모둠원이 쓴 글을 첨삭 과정을 거쳐 수정 작업할 수 있다.
- 맞춤법, 띄어쓰기 등과 함께 문장 사이의 연결, 문장의 연결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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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04>
- 이야기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책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
- 이야기와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거나 준비할 수 있다.
- 온라인을 통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Quest 05>
- 다른 이의 작품을 자세히 읽고 관련 질문을 만들 수 있다.
- 작가와의 시간을 통해 내 작품에 대한 질문을 파악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난 지난밤 내 꿈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꿈, 새로 태어나다! (교실 및 온라인, 40분)
Quest 03 : 나만의 배드타임 이야기 완성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Quest 04 : 표지디자인, 삽화, 그리고 전자책(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5 : 작가와의 대화(성찰 일기 작성하기) (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문제출발점
- 꿈으로부터 탄생한 유명 작품과 관련 일화에 관해 이
파악하기

야기 나누기
- 자신의 기억에 담고 있는 인상적인 꿈을 떠올리며 문

시작

제출발점 파악하기

하기

- (선택) 자기평가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
준 제시하기

프로젝트

학습 흐름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통해 중심활동 예상하

이해하기

고, 학습 흐름 이해하기
◦중심활동 : 기억 속 나의 꿈 소환하기

Quest 01.

실행하기

나는 지난밤,

전개
하기

- 최근에 꾸었던 꿈 이야기 나누며 문제 상황 파악하
기

내 꿈이 한

- 기억에 남아 있는 꿈을 떠올리며 기록하기

일을 알고

- 잠에서 깨어난 후 나의 생각 기록하기

있다.

Quest 02. 꿈,
새로
태어나다.

- 팀원(혹은 학급 전체)을 대상으로 나의 꿈 소개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소설의 구성 요소, 전개과정에 따라 이야
기 흐름 잡기
- 소설의 다양한 장르를 살펴보고 꿈 이야기와 어울리
는 장르 정하기

- 34 -

- 소설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등장인물, 시간 및 공
간적 배경, 주요 사건 구성하기
- 소설의 전개 과정(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따
라 이야기 흐름 완성하기
Quest 03.
나만의
배드타임
이야기
완성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꿈이 담긴 소설 쓰기
- 앞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
-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검토와 고쳐쓰기를
통해 이야기 완성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표지디자인과 삽화 그리기, 전자책 출판하

Quest 04.

기

표지디자인,

- 전자책을 출판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삽화, 그리고

- 이야기에 어울린 표지디자인과 삽화 그리기

전자책

- 전자책으로 출판하고 공유하기, 공유된 모든 책 읽기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작가로서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로서 질문
하기

Quest 05.
마무리

작가와의
대화

- 자신이 속한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 소속 작품 1편
을 선정하여 질문 3개 이상 만들기
- 자신의 작품소개 시나리오 준비하기
- 출판기념회의 무대에서 작품소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작가와의 대화시간 갖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5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
겨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2.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잼공북아트페어, 고전으로 세상 읽기’
■ 학년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잼공북아트페어, 고전으로 세상 읽기
■ 프로젝트 주제 : 고전으로 세상 읽기
■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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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여러 장르의 소설들을 읽어보고, 이를 공유하
프로젝트

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함. 고전으로

준비하기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책을 선정하고, 저마다 창의적인 방식이 재생산과정을
경험토록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설계
◦기간 : 7~9일(9~12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 고전으로 가치를 지닌 책을 선정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북아트페어에 출품할 책을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 모둠원들의 선정한 소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유할 수 있다.
<Quest 02>
- 소설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할 수 있다.
- 소설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 중에서 각색할 주요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소설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각색할 수 있다.
<Quest 03>
- 국내외 북아트 사례를 참고하여 책 만들기를 준비할 수 있다.
- 표지디자인과 삽화, 책 모양 등 북아트 제작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 북아트 디자인에 따라 책을 완성할 수 있다.
<Quest 04>
- 북디렉터로서 북아트페어 행사를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다.
- 북아트 사례와 전시물을 준비할 수 있다.
- 주제에 맞게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진행할 수 있
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마음을 사로잡는 고전을 선정하라! (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고전을 각색하라! (교실 및 온라인, 80분)
Quest 03 : 책과 예술의 만남, 북아트 만들기(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잼공북아트페어가 열리다(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프로젝트

체험 부스 운영하기(성찰 일기 작성하기) (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시작
문제출발점
- 세계 최저수준의 독서율을 나타내는 한국인의 오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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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관해 이야기 나누기: 사전활동으로 ‘왜 한국인은 책
을 읽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약식 토론하기(선택)
- 문제출발점을 제시하고 직면한 상황과 북디렉터로서
의 역할 파악하기
- (선택) 게임화 전략에 따른 피드백 방법에 맞게 게임

하기

규칙(과제수행규칙) 안내하기
-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학습 흐름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이해하기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중심활동 : 소설 3권 읽기, 북아트페어에 출품할 작품
1권 선정하기

Quest 01.
마음을
사로잡는
고전을
선정하라!

- 북아트페어가 ‘고전을 세상읽기’를 주제로 기획되
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문제 상황 파악하기
-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고전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하
는 작품들을 공유하기
- 도서관에서 소설 3권을 찾고 일정 기간 모두 읽기
- 개별적으로 팀에서 중복되지 않는 1권의 책을 선정
하고 내용과 선정이유를 밝히기(1인 1 작품 이상)

실행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소설에서 각색할 부분 선정하기, 소설 각
전개
하기

색하기
Quest 02.
고전을
각색하라!

- 고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며
문제 상황 이해하기
- 소설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
정리하기
-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 각색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북아트 디자인하기, 북아트 만들기

Quest 03.
책과 예술의
만남, 북아트
만들기

Quest 04.
마무리

잼공북아트페
어가 열리다

- 북아트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 상황 파악하기
- 책의 모양, 표지디자인, 삽화, 글씨체 등을 고려하여
북아트 디자인하기
-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북아트 만들기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표지디자인과 삽화 그리기, 전자책 출판하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북아트페어 준비하기
-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북아트 사례를 전시물로
만들기

- 37 -

- 관람객에게 제공할 팸플릿 제작하기
- 주제와 관련된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전시 부스 꾸미
기
- 부스 운영하고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며 북아트페어
즐기기, (온라인) 성찰 저널 작성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작가로서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로서 질문하기
체험 부스
운영하기
(성찰 일기
작성하기)

프로젝트
돌아보기
(스스로
평가)

- 자신이 속한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 소속 작품 1편
을 선정하여 질문 3개 이상 만들기
- 자신의 작품소개 시나리오 준비하기
- 출판기념회의 무대에서 작품소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작가와의 대화시간 갖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 나만의 교과서 : ideas (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 (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need to know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5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
겨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3.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나는야 여행설계사’
■ 학년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나는야 여행설계사
■ 프로젝트 주제 : 여행설계를 통해 세상(국내외) 이해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과학, 도덕, 실과,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나는야 여행설계사’는 문제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관련 지식을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사회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수월함. 과학(물체의 속력을 이용한

준비하기

이동시간 계산하기), 국어(시나리오 작성하기, 광고문구 및 광고내용 쓰기)와 미
술(광고물 제작) 등의 교과 영역과 통합하여 학습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음
◦기간 : 8~10일(8~12차시)
◦수업 목표

프로젝트
설계하기

<Quest 01>
- 공정여행의 기본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정여행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Ques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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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 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다.
- 공정여행 정신을 고려하여 여행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여행지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 여행 장소의 선정이유를 밝힐 수 있다.
<Quest 03>
- 공정여행 정신을 반영해서 여행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여행코스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만들 수 있다.
- 여행대상을 고려하여 오감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Quest 04>
- 지도를 이용해 여행지 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 교통수단의 속력을 고려하여 여행지 간 이동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 하루 평균 이동 제한 시간을 고려하여 여행코스별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Quest 05>
-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다.
-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
할 수 있다.
<Quest 06>
- 패키지 여행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할 수 있
다.
- 온라인 공간에 적합한 형태의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광고를 기획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누구냐 넌? 공정여행! (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매력적인 여행지 물색하기! (교실 및 온라인, 40분)
Quest 03 : 여행코스별 오감 만족 프로그램 준비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40
분)
Quest 04 : 여행을 위한 최적의 이동시간 구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5 :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라! (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프로젝트

Quest 06 : 널리 홍보하라! (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시작
문제출발점 - ‘나에게 잊지 못할 여행기’를 주제로 사전활동 벌이

실행하기

하기

파악하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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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뭉치면 뜬다’ 등 패키지여행을 소재로 한 방
송프로그램 활용하기(선택)
- 문제출발점에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고 여행지 선정하
기
-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학습 흐름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이해하기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 중심활동 : 공정여행사례 조사하기, 팀별로 공정여행
사례 분석하기

Quest 01.
누구냐 넌?
공정여행!

- 공정여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
파악하기
- 국내외 공정여행 사례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 공정여행 십계명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조사한 사
례 분석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도덕,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매력적인 여행지를 결정하고 관련 정보 조

Quest 02.
매력적인
여행지
전개

물색하기

하기

사하기
- 문제 상황 속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활동 파악하기
- 선택한 지역 안에 매력적인 여행지 4곳 선정하기
- 선정한 여행지의 주요 정보를 조사하고 선정이유를
밝히기
◦ 관련 교과 : 사회, 창의적 체험 활동

Quest 03.
여행코스별
오감 만족
프로그램
준비하기

◦ 중심활동 : 여행코스별 오감 만족 프로그램 만들기
- 공정여행 전문가이면서 여행설계사로서 문제 상황 속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활동 파악하기
- 여행할 주요 코스를 정하고 일정별 오감을 만족하게
할 프로그램 정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여행코스별 이동시간 산출하기

Quest 04.
여행코스별
이동시간
산출하기

마무리

Quest 05.
회사

- 여행 피로도와 교통수단, 이동시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 인터넷 지도 서비스, 지도책 등을 활용하여 여행코스
별 이동 거리 산출하기
◦ 관련 교과 : 수학,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발표시나리오, 발표자료 준비하기, 인상적
인 프레젠테이션 벌이기

- 40 -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젠테이션 준비하기
- 개발한 여행패키지 상품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된 발
표시나리오 작성하기

경영진을

- 발표시나리오에 따라 시각적 효과를 반영한 프레젠테

설득하라!

이션 자료 제작하기
-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벌이기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강연하기, 질문하고 답변하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여행상품을 널리 알릴 광고물

Quest 06.

제작하기

널리

- 온라인을 통해 제작한 광고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 벌이기

홍보하라!

- 전체 학습 과정을 되짚어 보며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성찰
저널 작성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5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
겨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4.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6℃의 악몽’
■ 학년 :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6℃의 악몽
■ 프로젝트 주제 : 지구 온도 상승
■ 관련 교과 : 국어, 과학, 미술, 실과,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설계하기

지구 온도 상승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는 수업. 과학,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융합)수업을 지향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 학년(학기) 활
동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음
◦기간 : 8~10일(9~12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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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도 1℃ 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 블랙아웃으로 인한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1℃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
작할 수 있다.
<Quest 02>
- 지구 온도 3℃ 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 극심한 가뭄과 홍수, 강력한 태풍 등 일상화된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극복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3℃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다.
<Quest 03>
- 지구 온도 6℃ 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 최악 기후변화를 가정해서 생존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6℃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다.
- 위기대응 매뉴얼을 하나로 묶어서 제작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안할 수 있다.
<Quest 04>
-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할 수 있
다.
-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광고, 슬로건, 피켓, 노래 등을 직접 만들고 준비할
수 있다.
- 창의적인 발상으로 시각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부스 설치 및
꾸미기를 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1℃ 상승-일시적 기억상실(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3℃ 상승-몬스터 엘리뇨(교실 및 온라인, 80분)
Quest 03 : 6℃ 상승-지구 최후의 날(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우리가 미래이며 희망이다(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캠페인 활동(발표)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문제출발점 -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시작으로 꿀벌
프로젝트

시작

실행하기

하기

파악하기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 제시된 문제의 출발점에서 배경과 상황 파악하기
- 문제의 조건과 주인공으로서의 관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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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게임화 전략에 따른 피드백 방법에 맞게 게임규
칙(과제수행규칙) 안내하기
-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학습 흐름
이해하기

기준 제시하기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 중심활동 : 1℃ 상승 지구변화 예측하기, 블랙아웃 극
복방법 제안하기, 1℃ 위기대응 설명서 제작하기
- 지구 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문제 상황 파악하기

Quest 01.
1℃
상승-일시적
기억상실

- 1℃ 상승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상
이변, 기후변화를 토대로 예상해보기
- 일시적 기억상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극심한 불볕더
위를 극복해 낼 방법을 고안하고 제안하기
- 모든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2주간 동안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동영상 설명
서에 담기
◦ 관련 교과 : 사회,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3℃ 상승 지구변화 예측하기, 블랙 아웃

전개

극복방법 제안하기, 3℃ 위기대응 설명서 제작하기

하기

- 지구 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문제 상황 파악
Quest 02.
3℃
상승-몬스터
엘리뇨

하기
- 3℃ 상승에 따른 지구변화를 예상해보기
- 극심한 가뭄과 홍수, 강력한 태풍 등으로부터 생존할
방법을 고안하고 제안하기
- 3℃ 상승이 초래한 위기상황에서 가족의 안전을 지켜
낼 위기대응 설명서 제작하기

Quest 03.
6℃
상승-지구
최후의 날?
Quest 04.
우리가
마무리

미래이며
희망이다

◦ 관련 교과 : 사회,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6℃ 상승 지구변화 예측하기, 생존 방법
제안하기, 6℃ 위기대응 설명서 제작하기
- 지구 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문제 상황 파악
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캠페인 활동 준비하기, 캠페인 활동 벌이기
- [임무 4]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캠페인 활동을 위한
계획 세우기
- 역할 분담을 통해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강령, 피켓,
캠페인 song, 소품 등을 준비하기/ 다양한 방법의 실
제 캠페인 활동 참고하기

- 43 -

- 캠페인 기획 및 부스 설치하기
-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캠페인 활동 벌이기, (온라
인) 성찰 저널 작성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창의적 체
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5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
겨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5.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사건번호 601, 1탄 : 진실에 다가가다’
■ 학년 :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 프로젝트명 : 사건번호 601, 1탄 : 진실에 다가가다
■ 프로젝트 주제 : 과학수사대로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건 규명
■ 관련 교과 : 국어, 과학, 실과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문제 속 이야기의 전개는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신원미상의 변사체 발견을 출
프로젝트

발점으로 하고 있음.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을 특정하여 수

준비하기

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수업 시작부터 과학수사의 기법을 탐색해 보고, 수
사원칙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음.
◦기간 : 5~7일(5~8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 날씨자료를 토대로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 시신의 백골화가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

프로젝트
설계하기

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사체의 사망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Quest 02>
- 기후와 생태환경에 시신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부패과정의 악취가 인근 산책로에서 나지 않았던 까닭에 대해 과학적 근거
(이론, 실험 등)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Ques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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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종합해서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간 수사 결과를 실감 나게 발표할 수 있
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40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사망 시기는 언제? (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Quest 02 : 3주 만에 백골이 된 변사체(교실 및 온라인, 4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3 :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문제출발점
- 도입부에 소개된 호텔 살인사건(출처:조선일보) 자료를
파악하기

활용하여 과학수사의 오늘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선택) 미국의 유명드라마인 CSI 시리즈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 백골화가 진행된 의문의 변사체 발견을 시작으로 문
제출발점의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

- 문제의 주인공인 과학수사대로서 사건이 발생한 여러

하기

정황을 살피고, 변사체의 사망시기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됐음을 인식하기
- (선택)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프로젝트

학습 흐름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실행하기

이해하기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중심활동 : 변사체의 사망 시기와 시신의 백골화가 빨
리 진행된 이유 밝히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체의 사망 시기를 추정할

Quest 01.
사망 시기는
전개

언제?

하기

만한 단서 종합해보기
- 짧은 시간 동안 피부조직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 해당
기간의 날씨(온도와 습도) 자료를 분석해서 기후조건
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추론하기!

Quest 02.
3주 만에
백골이 된

◦관련 교과 :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짧은 기간임에도 백골화가 진행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체의 백골화가 빨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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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을 인식하기
- 짧은 시간 동안 백골화가 진행된 이유를 기후와 생
변사체

태환경을 들어 추론하기
- 부패과정의 악취가 10m 떨어진 산책로를 거닐던 사
람들의 후각에 감지되지 않았던 이유 밝히기
◦관련 교과 :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사망의 원인 제시하기, 중간 수사 결과 발
표하기
- 새로운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일
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 임무 1에서 3까지의 과제수행내용을 정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하기
- 언론을 대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
로 진행하고, 청중은 기자로서 질문하기

Quest 03.
마무리

- (선택)'이 임무별 수행점수(경험치)를 각자 집계하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누계점수 기록하기
- 학생들은 성찰 저널을 작성해서 온라인 학습커뮤니
티에 올리고 선생님은 댓글로 피드백해주기
- (선택) 누적해 온 수행점수를 토대로 레벨 부여하기
(Level Up)/ PBL 스스로 점검(자기평가&상호평가),
내용을 토대로 능력점수(능력치) 집계하기/ Level Up
피드백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별 레벨 선정과 프로그
래스 혹은 리더보드 공개하기, 결과에 따른 배지 수여
◦관련 교과 : 국어,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창의적 체

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3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6.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사건번호 601, 2탄 : 용의자’
■ 학년 :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 프로젝트명 : 사건번호 601, 2탄 : 용의자
■ 프로젝트 주제 : 이야기 창작 활동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 46 -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설계하기

핵심내용
사건과 연결된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작가적 상
상력을 더해 이야기 창작 활동에 도전하게 됨.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이야
기 속 주인공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함. 동시에 추리 소설가의 임무가 부여되
는 만큼 학생들이 각 임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토대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기간 : 8~12일(8~12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 추가되는 인물(K)의 기본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추가되는 인물과 전개되는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2가지 가설로 범죄를 재
구성할 수 있다.
- 팀별로 각자 세운 가설을 공유하고, 유력한 가설 3개를 선정할 수 있다.
<Quest 02>
- 새롭게 확보되는 증거와 상황을 토대로 기존 가설을 수정할 수 있다.
- 상상력을 발휘하여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실감 나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다.
<Quest 03>
- Y의 등장을 고려하여 상상력을 발휘해 살인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
- 새로운 가설에 맞게 실감 나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다.
<Quest 04>
- K의 등장을 고려하여 상상력을 발휘해 살인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
-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단편 추리소설을 완성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미모의 여인 K(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CCTV에 용의자가 포착되다! (교실 및 온라인, 40분)
Quest 03 : Where are you? (교실 또는 온라인, 4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끝나지 않은 싸움(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추리소설작품 발표(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문제출발점
파악하기

프로젝트

시작

실행하기

하기

- 전편(사건번호 601, 1탄)에서 수행했던 내용을 다시 공
유하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 유발하기
- 살인사건임을 전제로 문제출발점을 이해하고 인문 관
계와 각종 단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 문제의 주인공인 강력계 형사로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
을 파악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 47 -

지 이해하기
- 추리 소설가로서 최종 결과가 소설로 표현되어야 함을
알리고, 유명 추리소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
기
-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학습 흐름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이해하기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중심활동 : 미모의 여인 K와 피해자의 관계, 살인사건
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설 세우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K와 피해자의 관계를 예상해

Quest 01.

보기

미모의 여인,

- 사건 발생 직전에 사라진 K의 행방과 그 이유, 최근

K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상상하며 가설 세우기
- 개별적으로 세운 가설을 팀원 간에 공유하고 이 중에
서 가장 유력한 3개의 가설 선정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기,
소설 쓰기(가설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성하기)
- CCTV에 포착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며 문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 (선택) 부연설명과 해당 상황을

Quest 02.
전개

CCTV에

하기

용의자가
포착되다.

연상시켜 주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기
- 용의자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인물에 대해 예상
해보기
- 새로운 사실들과 증거(정황)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가설을 수정, 보완하기
- 가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기,
소설 쓰기(가설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성하기)

Quest 03.
Who are
you?

- 피해자의 시체에서 함께 발견된 뼛조각이 K의 것임을
알며 문제 상황 파악하기 : (선택) 뼛조각의 DNA 검
사 결과에 대해 박 형사와 주인공이 나눈 이야기를
상황극으로 꾸며 제시하기
- 피해자의 지인 Y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의 실체 정체
에 대해 상상하고 관련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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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실들과 Y라는 인물의 등장을 고려하여 가설
을 수정, 보완하기
- 가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기,
소설 완성하고 온라인 출판하기
- 뼛조각의 주인과 용의자 차량에 함께 탄 여인이 동일
인물임을 강조하며 문제 상황 제시하기
- 행방이 묘연한 Y와 충격적인 CCTV 분석결과를 토대
로 맘껏 상상하고, 가설수정, 보완하기
- 새로운 가설을 반영하여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Quest 04.
마무리

끝나지 않은
싸움

- 앞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종합하고 책표지 및 목차 완
성하기
- 온라인을 통해 단편 추리소설을 출판하고 작가와의
만남 형식으로 발표하기
- ‘사건번호 601, 3탄 : 반전’에 대한 예고(선택)와 성
찰 저널 작성하기
- (선택) 누적해 온 수행점수를 토대로 레벨 부여하기
(Level Up)/ PBL 스스로 점검(자기평가&상호평가), 내
용을 토대로 능력점수(능력치) 집계하기/ Level Up 피
드백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별 레벨 선정과 프로그래
스 혹은 리더보드 공개하기, 결과에 따른 배지 수여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7.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사건번호 601, 3탄 : 반전’
■
■
■
■

학년 :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프로젝트명 : 사건번호 601, 3탄 : 반전
프로젝트 주제 : 영화제작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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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절차

핵심내용

프로젝트
준비하기

기존
들의
정을
쉽게

소설과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극적인 이야기 전환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표현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제작 과
간소화시킬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비롯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손
영화제작 구현.

프로젝트
설계하기

◦기간 : 10~15일(12~16차 시)
◦수업 목표
<Quest 01>
- ‘사건번호 601’ 1탄과 2탄의 내용을 종합하고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 추가되는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2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팀별로 각자 세운 가설을 공유하고, 유력한 가설 3개를 선정할 수 있다.
<Quest 02>
- 특별한 장치와 새로운 사건 상황을 반영하여 실감 나는 시나리오로 표현할
수 있다.
- 시나리오에 따라 1차 영상 촬영대본을 작성하고 주요 장면을 촬영할 수 있
다.
<Quest 03>
- 사이코메트리 등장을 포함하여 기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완성도 있게
표현할 수 있다.
- 시나리오에 따라 2차 영화 촬영대본을 작성하고 주요 장면을 촬영할 수 있
다.
<Quest 04>
- 영화의 주요 장면으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촬영대본에 따라 촬
영할 수 있다.
- 주요 장면 촬영 사진(또는 동영상)을 활용해 배경음악, 자막 등이 들어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차 안의 두 시신(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특별한 장치(교실 및 온라인, 80분)
Quest 03 : 사이코메트리(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꼭두각시(교실 또는 온라인, 160분)
영화상영회 열기(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프로젝트

시작

실행하기

하기

문제출발점
파악하기

- 도입부에 제시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며 앞으로 전개
될 상황 예상해보기 : (선택)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
룬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 범죄 장르의 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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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흐름
이해하기

-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핵심활동이 범죄영
화제작에 있음을 강조하기
사건의 열쇠를 쥔 Y와 K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
은색 용의자 차량이 발견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출발점 파악하기
검은색 용의자 차량의 발견을 계기 앞으로 어떤 사건
이 전개될지 예상해보면서 팀원 간에 의견 교환하기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파악하기

◦중심활동 : 새로운 상황을 파악하고 2가지 이상의 가
설 세우기, 팀별로 유력한 가설 3개 선정하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차 안의 두 시신이 누구인지
Quest 01.
차량의 두
시신

추론하기
- 두 시신이 Y와 K일 수도 있다는 전제 속에 죽음의
이유를 예상하며 개별적으로 2가지 이상의 가설 세
우기
- 팀원 간에 각자 세운 가설을 공유하고 이 중에서 가
장 유력한 가설 3개 선정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
기, 촬영대본 작성하고 영화 촬영하기
- 차 안의 두 시신을 감식한 결과와 특별한 장치가 등

전개

장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하기
Quest 02.
특별한 장치

- 특별한 장치가 Y와 K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상해보며, 가설 수정하기
- 가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 시나리오의 주요 장면을 촬영대본으로 표현하고 그
대로 영화 스틸컷(연출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기,

Quest 03.
사이코메트리

촬영대본 작성하고 영화 촬영하기
- 사이코메트리 G의 등장과 그의 진술에 주목하며 문
제 상황 파악하기
- G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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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가설 수정하기
- 가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 시나리오의 주요 장면을 촬영대본으로 표현하고 그
대로 영화 스틸컷(연출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가설 수정하기,
촬영대본 작성하고 영화 완성하기, 발표하기
- 사이코메트리 G의 추가 진술과 ‘그’라는 인물에
주목하며 문제 상황 파악하기
- G의 진술에서 나타난 ‘그’의 존재를 예상해보며,
-

마무리

Quest 04.
끝나지 않은
싸움

-

-

가설 수정하기
가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에 버금가는
실감 나는 시나리오 최종완성하기
추가된 시나리오의 주요 장면을 촬영대본으로 표현
하고 완성하기
촬영대본에 따라 영화 장면(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하고, 배경음악, 자막 등을 편집하고 삽입하여 영화
로 완성하기
영화시사회처럼 감독과 배우의 무대인사와 상영회로
구성된 결과발표를 진행하기
‘사건번호 601’의 전체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성찰
저널 작성하기
(선택) 누적해 온 수행점수를 토대로 레벨 부여하기
(Level Up)/ PBL 스스로 점검(자기평가&상호평가),
내용을 토대로 능력점수(능력치) 집계하기/ Level Up
피드백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별 레벨 선정과 프로그
래스 혹은 리더보드 공개하기, 결과에 따른 배지 수
여

◦관련 교과 : 국어,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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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차이 나는 클래스, 세상의 모든 질문을 허하라!’
■ 학년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차이 나는 클래스, 세상의 모든 질문을 허하라!
■ 프로젝트 주제 : 미니강의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질문을 만들고 미니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당 주제(교과)의 내용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하브루타(질문) 방식의 수업에 접
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학생이 수
행하기에 적절한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
◦기간 : 5~8일(7~9차 시)
◦수업 목표
<Quest 01>
- 주어진 주제와 범위 안에서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에 부합하는 미니강연을
선정할 수 있다.
- 시청한 미니강연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강연자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과 인상적인 말들을 모아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Quest 02>
- 선택한 분야의 궁금한 점을 모아서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난이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질문카드를 제작할 수 있다.
- 질문 놀이 규칙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Quest 03>
- 자신의 흥미와 청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강연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주제와 관련된 책과 각종 자료를 읽고 수집할 수 있다.
- 강연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Quest 04>
- 청중들 앞에서 준비한 강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강연에서 오고 간 인상적인 질문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 차이 나는 클래스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한 수 배워볼까? (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여기 질문 있어요! (교실 및 온라인,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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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03 : 나의 미니강연은 바로 이것! (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차이 나는 클래스를 연다.(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문제출발점
파악하기

- JTBC 방송프로그램인‘차이 나는 클래스’ 방송영상
을 활용해 동기 유발하기(선택)
- 차이 나는 클래스를 시도하려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
하며 문제출발점 제시하기 : ‘나의 질문수난기’라는
이름으로 질문과 관련된 흑역사들을 공유하며 문제

시작

상황에 감정 이입하기

하기

- (선택) 게임화 전략에 따른 피드백 방법에 맞게 게임
규칙(과제수행규칙) 안내하기
-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기준 제시하기
학습 흐름
이해하기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내용 일부 소개하기
◦중심활동 : 벤치마킹할 강연 영상 시청하기, 강연내용
과 배울 점 정리하기
- 문제 상황 속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활동 파악하기

Quest 01. 한

프로젝트

수 배워볼까?

실행하기

- 벤치마킹할 강연을 선택하고 시청하기(최소 1편 이상
은 학생 자율에 맡기기)
- 시청한 강연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기
- 개별적으로 시청한 강연에 대해 팀원들과 공유하기
◦관련 교과 :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질문카드 만들기, 질문 놀이하기
- 문제 상황 속 내용을 살펴보고 중심활동 파악하기

전개
하기

Quest 02.
여기 질문
있어요!

- 선택한 분야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인드맵으
로 표현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질문 도출하기
- 6개의 질문을 선정하고, 비밀리에 질문카드 완성하기
- 질문카드를 활용해 놀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고
의 질문과 선정이유 밝히기

Quest 03.
나의
미니강연은
바로 이것!

◦관련 교과 :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자료 수집하기, 미니강연 시나리오 작성하기
- 문제 상황 파악하고 미니강연주제 정하기
- 강연주제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활용할 자
료를 추려서 목록 작성하기
- 강연주제에 맞게 시나리오 작성하기
◦관련 교과 : 창의적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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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Quest 04.
차이 나는
클래스를
열다

◦중심활동 : 강연하기, 질문하고 답변하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차이 나는 클래스’ 시작하기
- 순서에 따라 미니강연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 (선택) 강연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고, 댓글을
통해 질문과 답변 진행하기
- 차이 나는 클래스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3가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성찰 저널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하기
◦관련 교과 :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프로젝트

- 나만의 교과서 : ideas(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 facts(문제와 관련하

돌아보기

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learning issues(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해야 할 주제),

(스스로
평가)

need to know(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리
- 스스로 평가 : 각 임무별 4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9. 초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MARS, 아레트 탐사대를 구조하라!’
■ 학년 :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MARS, 아레트 탐사대를 구조하라!
■ 프로젝트 주제 : 화성에서 조난한 아레스 탐사대 구조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과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화성에서 조난한 아레스 탐사대를 구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있음. 특히, 달걀 낙하대회가 중심활동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만큼, 학생들이 상

준비하기

당히 흥미를 갖고 참여할 것이고, 관련 과학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
학년(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적용.
◦기간 : 8~12일(10~12차시)
◦수업 목표
<Quest 01>

프로젝트
설계하기

- 화성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화성 탐사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화성 탐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아레스 탐사대를 구출하기 위한 해
법을 모색할 수 있다.
<Quest 02>
- 화성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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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아레스 탐사대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지역을 제안할 수 있다.
<Quest 03>
- 희박한 대가를 가진 화성에서 착륙하는 데 필요한 탐사선 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 달걀 낙하를 통해 큰 충격을 이겨낼 구조를 고안하고 검증할 수 있다.
- 달걀 낙하 실험 결과에 따라 탐사선 구조를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
다.
<Quest 04>
- 달걀 낙하 실험 최종 결과를 화성 착륙선 구조에 반영할 수 있다.
- 화성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을 보유한 화성 착륙선을 설계할 수 있다.
- 앞서 수행한 과제 결과를 토대로 화성 착륙선을 디자인하여, 그림 또는 모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Time Flow (8일 기준)
- 시작하기(문제제시) : 문제출발점 설명, PBL MAP으로 학습 흐름 소개(교실,
25분)
- 전개하기(과제수행)
Quest 01 : 화성 탐사 그 도전의 역사(교실 또는 온라인, 55분)
Quest 02 : 화성에 대한 거의 모든 것(교실 및 온라인, 40분)
Quest 03 : 엄청난 충격을 이겨낼 절대 구조, 달걀에서 찾다(교실 또는 온라
인, 80분)
- 마무리(발표 및 평가)
Quest 04 : 화성 착륙선을 디자인하라! (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과제수행과 발표하기(교실 또는 온라인, 80분)
문제출발점 - 문제의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황폐화되어
파악하기

가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 인류의 이주가 가능한 태양계 행성을 꼽아보고 그 이
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기
-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화성 이주에 대

프로젝트

시작

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의 상황이 담긴 문제출발점

실행하기

하기

이 ‘나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부연 설명하기
- 화성 탐사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설
명하고 조난당한 아레스 탐사대를 반드시 구조해야 하
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감정 이입하기
- (선택) 자체프로젝트학습 활동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
는지 설명해 주기(학습자가 알고 있다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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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자기평가방법 공유, 온라인 학습커뮤니티 활용
학습 흐름
이해하기

기준 제시하기
- 워드 클라우드와 PBL MAP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학습
흐름과 각 임무의 활동 내용 일부 소개하기
◦중심활동 : 화성 탐사, 그 도전의 역사
- ‘우주 전쟁’영화를 소개하며, 화성에 대해 과거 어
떤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기
- 화성 탐사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 문제 상황을 파악

Quest 01.
화성 탐사,
그 도전의
역사

하고 공부해야 할 주제 도출하기
- PBL MAP의 퀘스트1 실천계획공간에 공부해야 할 주
제를 토대로 과제수행계획 작성하기
- (온라인)‘나의 임무 여정’에 공부해야 할 주제별로
활동한 핵심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
과 더 알고 싶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기
- 개념스케치북과 지식 보물 상자 등으로 구성된 나만
의 교과서 작성과 스스로 평가 시행하기
◦관련 교과 : 국어, 사회,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화성을 공부하기, 화성에서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곳 찾기

전개

- 아레스 탐사대를 성공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화성에

하기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공부의 필요성 인식
Quest 02.
화성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하기
-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부해야 할 주제를
도출하고 PBL MAP의 실천계획 수립하기
- (온라인)‘나의 임무 여정’에 공부해야 할 주제별로
활동한 핵심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
과 더 알고 싶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기
- 개념스케치북과 지식 보물 상자 등으로 구성된 나만
의 교과서 작성과 스스로 평가 시행하기
◦관련 교과 : 과학, 창의적 체험 활동

Quest 03.
엄청난
충격을
이겨낼 절대
구조,
달걀에서

◦중심활동 : 화성 착륙선 구조 파악하기, 충격을 이겨낼
견고한 구조 만들기, 달걀 낙하대회 참가하기
-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마스패스 파인더를 비롯해 화
성 착륙선 구조와 특수 장치에 대한 이해와 충격을
이겨낼 견고한 구조의 필요성 인식하기
- 달걀 낙하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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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토대로 공부해야 할 주제를 도출하고 PBL MAP
의 실천계획 수립하기
- (온라인)‘나의 임무 여정’에 공부해야 할 주제별로
활동한 핵심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
찾다

과 더 알고 싶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기
- 충격을 이겨낼 구조물 만들고, 달걀 낙하대회에 참가
하기
- 개념스케치북과 지식 보물 상자 등으로 구성된 나만
의 교과서 작성과 스스로 평가 시행하기
◦관련 교과 : 과학,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활동 : 화성 착륙선 구조 파악하기, 충격을 이겨낼
견고한 구조 만들기, 달걀 낙하대회 참가하기
- 화성 착륙선에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이 무엇일지 따
져보며 문제 상황 파악하기, 이를 토대로 공부해야
할 주제를 도출하고 PBL MAP의 실천계획 수립하기
- 달걀 낙하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견고한 구조를 반영하

Quest 04.
마무리

여 화성 착륙선 디자인하기

화성 착륙선

- (온라인)‘나의 임무 여정’에 공부해야 할 주제별로

디자인하기,

활동한 핵심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

결과
발표하기

과 더 알고 싶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기
- 개념스케치북과 지식 보물 상자 등으로 구성된 나만
의 교과서 작성과 스스로 평가 시행하기
- 화성 착륙선 모형(설계도면)을 만들고,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 Big Idea 활동과 나의 지식 사전을 작성하며 학습 과
정을 통찰해 보고 되짚어 보기
◦관련 교과 : 과학, 실과,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각 임무별로 나만의 교과서와 스스로 평가 제시
- 나의 지혜 나무 : 배운 내용의 중심용어(단어)들로 지혜 나무를 완성, 관련
프로젝트
돌아보기
(스스로
평가)

성이 높은 용어들을 한 가지에 묶어주는 것이 중요
- 지식 보물 상자 : 공부한 내용 중에 오랫동안 기억 속에 담아 두고 싶은 지
식 작성
- Visual Thinking : 지혜나 무와 지식 보물 상자에 담긴 내용을 그림으로 나
타내보기
- 스스로 평가 : 임무별 5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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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수업, 교육과정을 만나다’ 출판물

최근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수업의 중요성
을 느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많은 교사가 프
로젝트 수업을 실천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로 인해 그 실천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 고
등학교 과학과 역사 교과의 예시가 나와 있어 중·고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등학교 역사와 과학이 합쳐진 프로젝트 수업, 고
등학교 역사와 영어가 합쳐진 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일반적인 사실이나 설명과 사례를 다룬 책으로 총 5부로 구성
되어 있으며 1부 내용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교사에게 학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까지 어렵지 않게 설명하여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2부 내용은 크게 <우리> 프로젝트 수업을 다루는 6학년 사례와 초등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3학년 <나를 만나는 여행> 진로 프로젝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는 중학교 수학 교과
프로젝트 수업, 4부는 고등학교의 역사나 지구과학 등 단일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다루고 있으
며 5부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 초등 프로젝트 수업 사례, ‘우리’
■ 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프로젝트명 : ‘우리’ 프로젝트
◦ 케이스 스토리1. <새출발 새마음> 프로젝트 수업
◦ 케이스 스토리2. <건강한 6학년은> 프로젝트 수업
◦ 케이스 스토리3.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 수업
◦ 케이스 스토리4. <우리 모두의 무대> 프로젝트 수업
◦ 케이스 스토리5. <연설하라! 실천하라!> 프로젝트 수업
◦ 케이스 스토리6. <차이와 차별> 프로젝트 수업
■ 프로젝트 주제 :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 기르기
■ 관련 교과 :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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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새마음> 프로젝트 수업
◦활동목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주변의 시각문화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특징
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우리만의 공동체 만들기를 경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

- 3월 초 미술 교과 8차기를 이용하여 진행

설계하기

- 첫 만남의 자기 소개하기를 통해 현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앞으
로의 1년을 계획하게 함
- 미술 교과의 성취기준인 주변의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 <우리>라는 큰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작은 subject형 프로젝트 수업 유형
시각문화란? (1/8)
미술 7. 시각문화
환경과 우리

우리 주변의 시각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및 이해
및 초상화란 무엇인지, 어떤 표현방법이 있는지 확인

캐리커처 그리기

‘심술쟁이 보시 베어’ 그림책을 읽으며 처음 시작하는 마

(2~5/8)

음을 되새겨 보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험 가치가 그림책의

프로젝트

미술 7. 시각문화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려보며 마음 다

실행하기

환경과 우리

지기, 현재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우리 반 마을

반 아이들 모두의 발표를 경청하기, 비슷한 것에 관심 있는

꾸미기

아이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상징물 꾸미기, 상징물과 함께

(6~8/8)

자신들의 캐리커처로 교실 꾸미기, 꾸며진 우리 반 마을 모

미술 7. 시각문화

습을 보며 서로 이야기 나누기(감상 활동), 공동체 의식 함

환경과 우리
양하기
◦‘심술쟁이 보시 베어’를 참고하여 캐리커처를 그리며 자신의 얼굴과 더불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됨
프로젝트
돌아보기

◦ 모둠별 상징물들은 교실 환경을 꾸미는 데 사용되고 이것은 시각문화와 관련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아름다움을 넘어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
양할 수 있음
◦각자의 전시물이 하나 됨을 보며 ‘행복한 왕자’의 거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우리 세상의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까지 확장 가능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프로젝트 <건강한 6학년은?>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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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다
른 사람에게 연설할 수 있다.
- 3월 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자세히 설명된 교과서를 사용하되 그 속에 프
로젝트 수업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연결
- 학년 초 학급 규칙과 학년 규칙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6학년으
로서 느껴야 할 최고 학년으로서의 책무성을 생각함
- 6학년으로서의 책무성은 ‘사회적 실천’의 6학년 수준에서의 반영이라 생각
함
토의란?
토의의 절차 및

학생들과 매년 학년 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1년을 살아

주의점 알아보기

가게 될지 의논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과정 속의 토의 관

(1~3/6)

련 성취기준을 가져와 논의한다.

국어 3. 다양한 주장
- 토의의 절차를 생각하며 건강한 6학년의 모습에 대한 토의하
기

프로젝트

- 교사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예로 ‘지켜

실행하기
<건강한 6학년은?>
(4~6/6)
국어 3. 다양한 주장

야 할 것이 무엇일까?’에서 ‘건강한 6학년은 어떤 모
습일까?’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함을 느끼며 6학년을 시작되는 마
음 다지기
- <6학년의 책무성>에 대해 인식하기.
-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6학년의 모습 설

정하기
프로젝트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6학년 생활을 위한 토의가 진행되도록 <우
돌아보기 리>라는 프로젝트 수업의 목적을 상기하며 토의를 진행할 필요 있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 수업
- 총 27차 시 수업으로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수업으로

프로젝트
설계하기

사회 교과와 실과 교과가 ‘스마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재탄생한
것임.
- 사회책과 실과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속에 프로젝트 수업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시대적 흐름을 중심에 두고 배우도록 유도
- 교사 중심의 수업 진행으로 일반적인 프로젝트 수업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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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는 전체 프로젝트 수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임.
- 실과 속 전자회로와 전자기기를 다루면서 최근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을 중심에 둔 수업 진행
생활 속
전기·전자
(1~10/10)
실과 4. 생활
속의
전기·전자

전기, 전자용품의 사용과 관리 및 간단한 전자회로 꾸미기를 통
한 우리 생활 속 전기전자기기 알아보기
- 우리 주변의 전자기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 스마트폰의 속성이나 올바른 사용법은 물론 그것이 공동체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우리 경제의 특징과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성장 중 나타난 여

프로젝트
실행하기

러 가지 문제해결과 앞으로의 노력 알아보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1~17/17)
사회 2.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도 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
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함.
- 교사 개개인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므로 공
동 수업을 기획하여 수업하는 방법도 필요함.
- 스마트폰의 본질적 기능인 SNS의 올바른 활용법과 사이버상
의 예절 등에 대해 고민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경제활동 중심에 이런 소통의 구조가 있다는 내용으
로 사회 수업 진행

프로젝트
돌아보기

스마트폰의 활용과 ‘Web 2.0’의 개념(집단지성의 개념으로 한 사람의 전문가
의견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연결
하여 스마트폰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우리 모두의 무대> 프로젝트 수업
- 3월 초부터 시작하여 4월 초 공동체 공연이 발표될 때까지 매주 공동체를 생
각하는 공연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프로젝트 - 표현활동이라는 교과 목표가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설계하기

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가야 함. 그랬을
때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일정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 활동이 본래 의미하는 교과와의 상보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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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수업에 필요한 활동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확보함.
- 체육 교과가 가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의 목
표인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배울 수
있음.
- 체육 교과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인성적 요소인 ‘공동체’가 들어 있음을 알게
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의 확장의 경험할 수 있음.
- 체육 교과의 표현활동 부분의 성취기준인 주제표현에 대
표현활동이란

한 이해 및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 수업의 협의 과정

(1/10)

- 체육 교과 교육과정 각 영역에서 ‘마음’을 중심에 둔

체육 4. 표현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신체를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측
면에서 모든 영역이 골고루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
- <우리>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인 ‘공동체’를 주제로 하

프로젝트

공동체 공연 준비

실행하기

(2~8/10)
체육 4. 표현활동

는 공연구상 및 연습하기.
-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협의하고 연습하는 과정 진행.
- 교사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관찰하며
학년 초 아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

공동체 공연
(9~10/10)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표현한 공동체 공연의 발표시
간
-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우리> 프로젝트 수업의 큰 목표를 위한 신체활동 중심의 subject형 프로젝트
수업 모형으로 아이들의 프로젝트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함
프로젝트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를 표현하는 동작을 창조해야 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돌아보기

표현들이 교차하게 도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참여해야 함.
◦교사는 안내하고 학생들의 표현에 감동하고 논평하는 역할을 해야 함.

프로젝트
절차

핵심내용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프로젝트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준비하기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연설하라! 실천하라!>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4월 초 연설문을 발표할 때까지 진행
설계하기 - 국어과와 도덕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가 함께 들어간 ‘연설하라 실천하라’
라는 과목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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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범위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려한 다음 프로젝트 수업 진행
논설문이란?
(1~3/18)
국어 3. 다양한

주장하는 글의 대표적 형태인 논설문의 특성 알아보기와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습과 이해

주장
- ‘건강한 6학년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자신이 생각하
는 건강한 6학년의 모습을 주제로 논설문 쓰기를 진행.
나만의 논설문 쓰기
(4~8/18)
국어
3. 다양한 주장
6. 타당한 근거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
는 성찰이 이루어짐)
- 글을 쓸 때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글을 쓰도록
유도
-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사와
친구들이 함께 확인하며 주장하는 글쓰기의 기본기능을
이해

연설문이란?
(9~11/18)
국어 6. 타당한
프로젝트
실행하기

연설문과 논설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이 드러나는 연설문의 이해

근거
- 연설문의 주제가 ‘공동체’임을 다시 상기하며 앞서 작
나만의 연설문 쓰기
(12~14/18)
국어 6. 타당한 근거

성했던 논설문 글을 참고하여 나만의 쓰기 진행.
- 연설문의 발표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연설문을 발표하는
연습 (쉬는 시간을 이용해 저학년 복도, 교무실, 도서실
등 학교 곳곳을 다니며 연습함)
- 학교 내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연설문을 발표하는 연습하

연설하기
(15~16/18)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기
- ‘공동체’ 주제에 맞추어 모두가 함께 다니며 연설문을
발표하는 연습. (학년별, 반별로 연설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알아보며 일정을 짜고 스스로 활동에 필요한 부분
을 기획하기도 함)
- 연설문 발표에 필요한 피켓 제작

연설하기!
(17~18/18)
도덕 3. 우리 함께
지켜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 학교 주변의 마을로 나가 자신들이 쓴 연설문을 발표
- 동네 분들과 만남을 통해 6학년으로서 어떻게 지내겠다
는 다짐을 발표
-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한 사람의 학생도 빠짐없
이 발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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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한 건강한 6학년이라는 토의내용을 주장하는 글로 탄생
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실천’을 경험
프로젝트
돌아보기

◦연설하기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 한 사람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발표할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1년을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를 이
룰 수 있음
◦사회적 실천을 경험한 학생들이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은 앞으로 활동으로 이어
짐

프로젝트
절차

핵심내용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린이’라는 어린이 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프로젝트
지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 새로
준비하기
운 과목(위 표의 케이스 스토리1~6)을 창조하였음.
<차이와 차별> 프로젝트 수업
- 총 11차 시의 수업으로 과학 실험실 사용과 관련이 있어 매주 일정 분량의 수
업을 진행한다. 산과 염기의 성취기준을 달성해가면서 교사는 그 속에 산도에
따른 다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험과 실습에서 계속 강조해나간다.
프로젝트
- 산과 염기를 최종 정리하는 시간, 산도에 따른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 속에
설계하기
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시간을 가짐. 아이들 스스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유도
- 학년 초 자신이 현재 보이는 모습 속에서 차이와 차별을 잘 구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주장하는 글의 형식으로 써보기
산과 염기 실험
(1~9/11)
과학 2. 산과 염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프로젝트
돌아보기

과학 교과 산과 염기 단원에서 성취해야 하는 우리 주변의
용액들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하고 실험하는 과정

- pH 농도 따른 색의 변화를 직접 그려보고 그 속에서 차
이와 차별의 의미 찾기(교사가 중요한 색과 중요하지 않
은 색에 대해 질문하며 차이와 차별을 설명한다.)
차이와 차별?
- 교사와 학생이 찾은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생각하며 스
(10~11/11)
스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과학 2. 산과 염기 -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차별에 대해 생각하
국어 6. 타당한 근거
고 국어 교과 논설문, 연설문과 연계하여 자신이 생각하
는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글쓰기.
- 논설문, 연설문, 문장의 연결 관계를 배운 것을 넘어 자
신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까지 얻음.
과학 교과의 성취기준과 더불어 프로젝트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공
동체를 지향하는 마음가짐과 새 학년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 모든 것
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고의 확장까지 가능함.

- 65 -

2.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나를 만나는 여행’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나를 만나는 여행
■ 프로젝트 주제 :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 개발 역량
의 기초 소양을 배양
■ 관련 교과 : 도덕, 과학, 국어,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계획단계
(1~2/14)

◦1차시 : 일반수업 형태로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이
해하고 타임캡슐 활동을 통하여 나의 장점과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을 시행
◦2차시 : <나를 찾아가는 여행> 계획 세우기 실시
◦3~4차시 :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에 대하여 학습한 후 나의 모습과 배추흰나비의
모습을 비교하고 현재의 나는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모습 중 어느 부분에 해
당하는지 생각해 보며 자아 이해와 연결되는 활동
◦5차시 : 국어 교과의 이야기를 듣고 원인과 결과 알아보기 활동의 텍스트를
‘애벌레 찰리’ 텍스트로 대체하여 과학 교과와 같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프

주제
탐색
단계
(3~9/14)

로젝트 수업으로 교과 통합 지도 시행.
◦6~7차시 : 과학 교과에서 과학과 성취기준에 따른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
와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하며 오늘날 직업의 가치와 중요
성에 대하여 개인학습, 협력학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자, 가족끼리 협력하라’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동물의 암수 역할 이해
- 가정에서의 역할놀이를 통해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직업의 중요성 인식
◦8~9차시 :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활동을 통하여 <나를 찾아가는 여행> 활동에
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사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활동
- 자아 이해 및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
제시(커리어넷에서 저학년은 아로주니어, 고학년은 아로주니어 플러스 등)
◦10~12차시 : 미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활동을 통하여 <나를 찾아가

수업

가는 여행> 발표자료 제작

산출물

- 교사는 나의 미래 모습에 관한 내용을 기사문 작성, 과학 교과에서 배운 내용

작성

을 바탕으로 자아 이해 과정, 그림, 만화 등 학생들이 선택한 표현방식으로 표

단계

현하도록 안내

(10~12
/14)

- 명함 만들기 병행
- 교사평가 및 학생평가 준비 : 교사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 과정 평가하고 학생
의 관찰평가는 해당 차시의 정리 시간 활용

의사소통 ◦13차시 : ‘진로데이’를 활용하여 하루 동안 모둠 내, 모둠 간, 학습 간 공유
과 협력

활동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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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단계

- 학습 순환 발표
◦14차시 (평가 단계) : ‘진로데이’를 통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소중
히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

(13~14

- 과정 평가는 관찰과 표현이라는 항목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각각 학습자와 동

/14)

료 평가, 교과 내용에 관련된 지필 평가 시행
◦‘진로데이’를 활용한 발표회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를 활

프로젝트

용하고 장소가 없다면 학급 순환 발표 방식 활용. (학습 순환 발표:학급 수를

수업

고려하여 1~2개 조로 나누어 운영하며 배움을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여 발

돌아보기

표하는 학생과 관람하는 학생으로 선택하여 활동을 운영)
◦이를 통해 학급 내, 학급 간 공유활동이 이루어짐.

3.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 학년 : 중학교 1학년
■ 프로젝트명 :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 프로젝트 주제 :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이해∙대소 비교∙사칙계산
■ 관련 교과 : 수학
차시
1
2

교육과정
성취기준
수학 교과
수업을 이용
0의 개념 이해

프로젝트
수업
일반수업
일반수업

3

4

수업의 형태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1

5~6
프로젝트
수업2

7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일반수업

수업 내용

비고

프로젝트 수업 안내
0의 재조명/
0의 역사 과제 올리기
다양한 음수의 필요성을
도입하여 정수의 개념 지
도
‘음수 넌 누구니?’
정수의 쓰임새 조사/발표
(개인-모둠-검색-모둠 간)
‘빵을 먹고 싶다면!’
공평한 분배상황의 해결

- 브레인스토밍(5분)
- 조사(스마트폰 이용,
5분)
- 발표(집단지성 경험)
EBS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 1
부 감상
방안 모색을 통하여 분수
- 브레인스토밍 탐구
의 필요성 인식(빵의 공평
(분수가 실제 삶에
한 분배)
서 필요함을 인식)
유리수의 개념 지도

8

프로젝트
수업3

‘유리수의 쓰임새’ 조
사/발표
브레인스토밍 조사
(개인-모둠-검색-모둠 간)

9~12

프로젝트

‘음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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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조사
발표
수업4

‘유리수의 활용’
(조사-발표)

(산출물) 발표
- 수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사소
통 및 협력 능력 육
성

정수와 유리수의
13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수로 보는 나의 삶’
프로젝트

지금까지 배운 수를 이용

평가

하여 나와 관련된 내용으

논술형 평가

로 논술형 평가 시행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를

절댓값을 이용하여 두 수

어떻게
14~15

정의하는가를

일반수업

이해하고 대소

의 대소 관계를 정의하고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비
교함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음수가 포함된 사칙계산
을 형식적으로 지도하기 조사
전에 학생들이 음수 지도 브레인스토밍
에 관한 직관적 모델(수직 - 모델에 의한 직관적
16~17

프로젝트

선, 샘골, 우체부)을 조사

인 음수의 연산에는

수업5

하고 모델에 의해 사칙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연산을

시행해봄으로써

을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여

이해하는 것이 초점

형식적인 지도가 필요함

을 둠

을 받아들이도록 함.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
18~21

일반수업

산
(형식적인 방법으로의 계
산)
‘지금까지 배운 수를 활 - 직접 고마움을 표현

세상에 존재하는
22

것에는 이유가
있다.

프로젝트
수업6

용하여’ 지금까지 자신

하고 경험을 발표(자

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살 예방)

영향을 준 사람에게 고마 - 타인의 소중함(학교
움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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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임을 깨닫고 자신이 소중
한 존재임을 인식함

- 생명의 소중함에 관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며 생

한 이야기로 수업을
마무리함

명의 소중함을 알게 함
◦‘수’는 책에 있거나 문제를 풀기 위해 배우는 개념이 아니
라 우리 가까이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에 접근해 지
금까지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
프로젝트 수업
되돌아보기

현하게 됨.
◦결과적으로 자신을 소중(자살예방)히 여기고, 또한 타인도 소중
(학교폭력예방)히 여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참고) 관련 도서 -‘문명과 수학’(EBS) 1부(수의 시작)/3부(신의
숫자)
동영상 - EBS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 1부/3부

4.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학교 시험과 입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형’
■ 학년 : 고등학교
■ 프로젝트명 : 학교 시험과 입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형
■ 프로젝트 주제 : 지루한 역사 과목을 ‘살아 있는 역사’로 되살리기
■ 관련 교과 : 역사
1) <교과 탐구> Theme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

활동 내용

주제선정
(1차시)

◦프로젝트 수업 안내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선정(8·15 광복, 그리고 분단, 민족의 분열과 대립, 대한민국
부 수립, 6·25 전쟁, 남북 대립 집권 체제 강화, 4·19 혁명, 5.16
사 정변, 인물사 전태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5공화국, 6월
주 항쟁과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명박 정부, 이 외에 기타 자유 주제)
◦성취기준 제시

모둠 구성

◦학습자 3~4명씩 모둠 구성(성명순 구성, 자릿순 구성, 무작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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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
민
이

역할 분담

◦12개의 주제 선택(전태일-일생, 노동자 관점, 기업의 관점 등)

(2차시)

◦수업 역할 분담
◦모둠별 수업지도안을 2주 이내에 모두 이메일로 제출
◦담당 교사 :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지도안 제작 피드백하기
◦교사의 역할

지도안 제출

첫째, 학생의 준비 과정을 관찰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교사의 교육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모둠 : 자료 수집, 지도안 수정, 동영상 편집, 파워포인트 제작 등 프

학습 활동

로젝트 수업 활동을 통해 수업 준비
◦담당 교사 : 이메일을 통한 지도안 수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조언
◦모둠별 수업시행

수업

(수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우리 반 전체 학생이며 우리 반 모두의 프로

(3차시

젝트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젠가는 내가 직접 진행해야 함을 느끼기 때

~5차시)

문에 수업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자평·

◦수업 자평을 통한 수업 반성 및 분석

동료평가,

◦동료 평가를 통한 수업 평가

교사 총평,
생활기록부 기재
(6차시)

◦담당 교사의 피드백
◦수업 후기 작성을 통한 수업 성찰
◦함께 하는 일들이 많아짐, 수업 시간에는 모둠 활동 활발히 참여, 쉬
는 시간에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놀기도 해서 더욱 친해짐

학습 활동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조율하여 해결해가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를 희망함

2) <사회적 책임> Theme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

주제선정
(1차시)

활동 내용
◦5~6명씩 한 모둠으로 5~6개 모둠 구성
◦관련 교과 선정
(‘사회적 책임’의 세부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교과 내용 선정, 세부
주제에 따라 교과 통합·융합적인 복합주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

조사 활동

◦ 관련 내용 선정
◦관련 내용 조사(교과서와 도서, 스마트폰이나 국내 학술 전문 등 이용)

(2~3차시)

◦교사의 관찰(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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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제 : 유한양행(개인-국가-세계)
◦프로젝트 활동➀
개인 -‘경제’에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 -‘경제’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세계 -‘경제’에서 세계의 사회적 책임은?
◦프로젝트 활동➁
개인 -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올바른 소비
국가 - 독과점 제한, 경제민주화, 재벌 규제 정책
세계 - 강대국 중심의 경제 정책 탈피, 블록 경제의 문제
발표

◦자유로운 형식(역할극, 그림, 동영상 제작, 웹툰 등)

(4~5차시)

◦20분 발표시간 제공

정리 공유

◦수렴적 사고 정리 및 공유

(6차시)
보고서 작성
(7차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 생각 만들기와 자기 생각 나누기 활동)
◦주제선정이유, 역할 분담, 발표형식 선정이유, 성장한 나의 모습 등 작성
◦진로 관련성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특기 사항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특기 사항 기재

3) 수행평가 기준안 예시
영역(만점)

등급
교육
과정
성취
기준

평가척도
(예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
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정치, 경제,
상

지도안

성취

(10)

기준

중
하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대한
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요소 1. 수업 주제에 대한 이해
평가

평가요소 2.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 능력

기준

평가요소 3. 조사와 탐구방법의 적절성
평가요소 4. 독창성(동영상,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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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A
B
C
D
E
F
E

평가요소 5. 결과물 발표
위의 평가요소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4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수행평가 미응시자(기본점수)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2조에 의한 수행평가 미응시자

10
9
8
7
6
5
4

5. 중등 프로젝트 수업 사례, ‘진실’
■ 학년: 고등학교
■ 프로젝트명 : <진실>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력 기르기
■ 관련교과 : 한국사, 국어
1) <원균과 이순신>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학습 안내: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의 이미지와 사실과의 연관성
탐구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선정 : 원균과 이순신(선조실록, 징비록 활용)
주제선정
∎원균은 과연 역적일까?
∎역사적 인물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모둠구성
역할 분담
∎영웅은 만들어질까?
(1차시)
∎기록된 내용은 사실일까?
◦성취기준 제시
◦학습자 3~4명씩 모둠 구성
◦담당 교사 :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돕고 모두가 참여하는 역
할 분담 확인, 학습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안내
◦모둠 : 자료 수집, 정리, 토론문 준비 등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통해 수업
준비
자료 수집 및 ◦담당 교사 : 카페와 밴드를 통한 피드백(자료 검색 방법 및 관련 기관, 사
공유
이트 안내 등)
(2~4차시)
＊원균과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해보
지 못했던 ‘선조실록’ 안내, 전문 서적이나 논문 자료 사이트 안내, 지
자체 문화원(평택시 문화원, 아산시 문화원)이나 향토박물관 연계
◦역사토론 발표 안내 및 준비
문제해결
◦발표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그림, UCC, 만화 등 개성이 드러나도록
(5차시)
어떠한 표현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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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발표 및 평가
(6차시)

◦담당 교사 : 토론문 완성을 위한 조언 및 피드백
◦결과물(‘한 페이지 정리’ 추천) 발표 및 평가, 반성하기, 공유하기
◦성과 및 개선점에 대한 성찰, 정리하기
◦담당 교사 : 협력적 사고의 과정에 대한 반성과 안내

2) <구술로 배우는 역사>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학습 안내

주제선정
모둠구성
역할 분담
(1~2차시)

◦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 활동에 꼭 필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재구성
◦주제선정
◦주제 선택
◦학습자 3~4명씩 모둠 구성
◦성취기준 제시
◦계획서 작성, 구술채록 장소 확인
◦구술채록 내용 확인

계획서
작성 및
구술채록
준비
(3차시)

＊구술채록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채록할 것인지 등의 세부적
인 계획 수립
＊교사의 역할
- 모둠별 계획서 살펴보고 적절한 피드백 제시
- 구술채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어르신들의 농담이나 비협조적
상황)에 대한 교사의 조언 필요
- 무임승차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모둠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구술채록 : 인물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 형식의 구술채록 활동

구술채록
(4~5차시)

◦구술채록과 연계하여 봉사활동 시행
(구술채록 도구는 핸드폰을 활용하고 채록 내용을 가능하면 전사하면 내용
분석이 수월해짐)
◦구술채록 내용정리

프로젝트
중간점검
(6차시)
프레젠테이

◦모둠 : 자료정리, 구술채록 편집, 파워포인트 제작 등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통해 발표 준비
◦담당 교사 : 이메일을 통한 지도안 수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조언
◦모둠별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전시 준비

션 준비

(역할극, 그림, UCC, 만화, 파워포인트, 프레지-만들어진 결과물은 QR 코드

(7차시)

로 만들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표현과
공유
(8차시)

◦결과물 발표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
◦활동 진행과 발표에 대한 피드백(피드백은 교과 교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

- 73 -

지만 교사나 교감, 교장 선생님의 참관과 피드백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
다.)
＊ 평가는 교육목표 평가와 정의적 능력(흥미와 호기심, 자신감, 가치 인식, 자기 조절력) 평가
를 함께 진행하여 학습자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향후 학습 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아름다운 한반도’
■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 프로젝트명 : <아름다운 한반도>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질학적 아름다움 느끼기
■ 관련 교과: 역사, 음악, 미술, 문학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아름다운 한반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 반이 방문하는 수학여

수업 안내

행지의 지질학적 특성을 알아본다.

(1차시)

＊학습자료 - 교과서, 수학여행별 사전 학습지
수학여행 후 방문한 곳의 지질학적 특징과 성인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프

주제선정

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정한 뒤 모둠별로 역할 분담 및 진행 과정을 일일

역할 분담

보고서에 작성해본다. (주제를 정할 때 교육과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큰

(2차시)

단원과 주제는 정해주고 학생들이 세부 주제를 정하는 방법도 있음)
＊학습자료 - 수학여행 후 보고서, 주제선정 포스트잇, 일일 보고서

내용 구상 및
진행
(3~4차시)
최종 발표
(5차시)

정한 주제에 맞추어 도서실과 컴퓨터실에서 자료를 찾고 PPT 및 다양한 표
현방법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자료 - 도서관 주제별 자료, 일일 보고서, 인터넷 정보 등
4차시에 걸쳐서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를 모둠별 표현 특색에 맞추
어 발표해 보고 암석의 지질학적 성인을 이해한다.
＊학습자료 – 동료 평가지, 최종결과물
◦수학여행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안내해주고 교육과정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배울 수

프로젝트
돌아보기

있도록 도와줌
◦실제 수업 시 시간표 교환을 고려해 최대한 수업 시간 내 실시하며 장소
(컴퓨터실, 도서관 담당 교사 협조)만 달리하여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함
◦수학여행 학습을 매개로 하여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음
◦지구과학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술형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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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교과와의 관련성
과목

과목별 주제

역사

독도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유산으로서의 음악적 가치와 그 속에 나타난

음악
미술
문학

전체 주제

지형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름다운 한반도

정선의 ‘금강전도’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시

7.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부글부글 화산과 지진’
■ 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프로젝트명 : <부글부글 화산과 지진>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화산과 지진을 중심 내용으로 자연재해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기
■ 관련 교과 : 과학(지구과학)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학습 안내:수업의 의도를 학생들과 공유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자극하기(한 달 전부터 실시간 정보 사이트를 통
해 매일의 지진 상황을 큰 전지에 스티커로 붙여보기)

주제선정 및

◦주제선정 : 소주제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정하기

역할 나누기

- 소주제 예 : 나도 재난 대책반, 백두산이 정말 폭발할까, 명화 속 화산

(1차시)

활동 숨은그림찾기, 재난에서 살아남기 물품 만들기 지진과 화산 실험해
보기, 易으로 이용한 관광상품 만들기
◦모둠 구성 : 소주제에 따른 세부계획과 역할 분담표 작성
＊학습자료 - 세계지도, 스티커, 주제선정 포스트잇

내용 구상 및
진행 일일
보고서 작성
(2~4차시)

◦모둠 : 자료 수집(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컴퓨터실, 운
동장 등 필요한 자료 제공), 일일 보고서 작성
◦담당 교사 :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 필요,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학습자료 - 일일 보고서, 성찰일지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화산과 지진에 대한 현상 및 대책의 결과를 공유

최종 발표
(5차시)

(글쓰기, 멀티미디어 활용, 전시, 연극, 발표 등 다양하게 표현)
◦일일 보고서 제출, 모둠별 조사한 것을 PPT, UCC, 그 밖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정리하되 한 페이지로 전체 내용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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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사 : 발표 모습과 경청 모습을 관찰하여 정의적 영역 평가
◦각 모둠원도 동료 평가 시행
＊학습자료 – 동료 평가지, 최종결과물
8.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역사와 과학이 만나다-과학의 발달과 애민정책’
■ 학년 : 고등학교
■ 프로젝트명 : <역사와 과학이 만나다-과학의 발달과 애민정책>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우리나라의 과학 발달의 근본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책이 있음을 이
해하기
■ 관련 교과 : 한국사, 지구과학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설계 완료와 검토

사전 준비

◦학급 특성 및 학생 개성의 파악과 활동팀 구성
◦프로젝트 수업이란 무엇인가? 설명 및 안내
(3일 소요)
◦애민정책의 개념과 국가 발전의 정의 토론
- 애민정책은 무엇인가?
- 국가의 발전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주제선정
(1차시)

- 애민정책과 국가의 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주제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으로 세부 주제를 도출하여
공유
- 농경사회에서 백성의 안정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이 되며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과학과의 연관성 도출)

모둠 나눔
및 주제선정
(2차시)

◦프로젝트 수행 방법 결정 및 탐구를 위한 개인별 역할(협력적 지도력) 나
눔
◦각 시대에 따라 농경의 특징과 과학의 발달 과정을 조사, 주제선정
◦3차시(수행1)
- 농경사회에서 농업과 천문학은 관련이 있는가?
- 조별 토의를 통한 탐구와 결과 정리, 발표

수행과제
(3~4차시)

예) 삼국시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등 시대적 흐름
이천, 장영실, 이순지 등의 인물사 등
◦4차시(수행2)
- 농경사회와 관련 있는 천문학의 발달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 농경사회와 관련 있는 천문학의 발달 과정과 세부 특징을 애민정책과 연
결하여 조사, 발표

발표

◦연구 결과의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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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5차시)
현재 삶과
연결
(6차시)

◦과학의 발달을 통한 애민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자유롭게 형식을 정
하고 PPT, 동영상 제작, 패널 등 제작)
◦연구 결과의 확산과 현재의 애민정책(보편복지정책)의 방향 제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신문 등을 찾아
사회 이슈에 관심 두게 하는 기회 제공)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의 개인별 성찰일지 제출
◦프로젝트 수행평가 작성 및 제출(개인별/조별)

9. 중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역사와 영어가 만나다-역사 속의 여성의 삶과 지금 여기 있는 나’
■ 학년 : 고등학교
■ 프로젝트명 : <역사와 영어가 만나다-역사 속의 여성의 삶과 지금 여기에 있는 나 >
■ 프로젝트 주제 :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성차별 없는 조화로운 사회 만들기
■ 관련 교과 : 한국사, 영어
진행 과정

활동 내용
◦프로젝트 설계 완료와 검토
◦학급 특성 및 학생 개성의 파악과 활동팀 구성
◦프로젝트 주제에 따른 다양한 자료 탐색 안내: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인

사전 준비

터넷 검색 엔진이나 블로그보다는 국회도서관 등 권위 있는 도서관에서 자
료 탐색 권장, 학교에서 활용한 교과서와 수업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
록 안내
(3일 소요)
◦프로젝트 안내

주제선정
(1차시)

◦주제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조별 가설(안)과 참고도서 목록을 정해진 날
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학생활동 : 설정할 가설(안)과 참고목록 제출 및 자료 독서(조별)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설정을 위한 조별 토론과
발표
＊가설(증명해야 할 가설인 동시에 자신들이 알고 싶은 소주제이기도 하다)
1. 고려의 여성은 조선의 여성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가설설정
(2차시)

2.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한 이유는 종교이다.(대표가설 설
정)
3. 서양 동화나 영화에서 양성 불평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가
설 설정)
4.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5. 코르셋의 변화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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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세 시기의 서양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더 낮다.
◦프로젝트 수행 방법 결정 및 탐구를 위한 개인별 역할 나눔(제출)
3차시(탐구:가설1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한 이유는 종교이다.)
◦조별 토의를 통한 우리나라 시대별 여성 생활에 대하여 분야별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여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4차시(탐구:가설2 서양 동화나 영화에서 양성 불평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
탐구
(3~4차시)

다.)
◦가설 검증을 위해 처음에는 고전적인 영어 동화에서 텍스트의 범위를 영
화, 팝송, 광고까지 확장 시켜 탐구 진행하여 프레젠테이션 시행
(각각의 프레젠테이션 후 영어 교사는 텍스트 속에서 학생들이 미처 파악하
지 못한 성차별적 영어 표현이나 내용에 대하여 짚어줌)
◦조별 토론을 통한 문학 속에서 읽는 서양의 여성 지위와 역할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모색과 동의
◦연구 결과의 내면화

표현
(5차시)

◦성차별 없는 조화로운 연구 결과를 다양한 표현방식(노래 가사 바꿔 부르
기, 양성평등 캠페인 문구 제작, 설문지 작성, 논설문 쓰기, 만화 그리기)으
로 탐구 결과 정리
◦새로운 가치 내면화(최종 표현물을 활용하여 사회적 실천 방안 토론)

공유
사회적 실천
(6차시)
과정 평가

4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표현물을 활용한 양성평등 이벤트를 실행
◦연구 결과의 확산과 배움의 실천 역량 고양을 위한 사회적 실천 수행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의 개인별 성찰일지 제출
◦프로젝트 수행평가 작성 및 제출(개인별/조별)

‘Child English Education’출판물

최근에 내용 중심의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는 과제 중심(task-based) 혹은 학습자 중심(student
oriented)의 교수 방법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상승시키며, 단순 언어 지식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언어 학습이 균형을 이룬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중심 교수 방법은
미국과 같이 영어를 공용 언어 혹은 제2 언어로 사용하는(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학습 환경에서 발전되었다. 외국어 교수법에서도 내용 중심의 학습 및 교수법이 선호되기 시작
하였다 내용 중심의 학습법은 단순한 언어능력뿐 아니라 일반 교과목의 학습능력까지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영어에는 제2 언어가 아닌 외국어(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언어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언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능력과 함께 사고능력을 증진해 수준 높은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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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내용 중심의 학습은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도 유
용한 방법의 하나다.
이 책에서는 내용 중심의 교수 및 학습 방법에 대한 필요성 및 학습자의 흥미를 가장 잘 반
영하는 내용 중심 학습법인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법의
기본 원리를 고찰하여 학습 의도를 살펴보고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어 학습 방법의 실례를 소
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초중등 프로젝트 학습 수업사례, ‘The World in a Supermarket’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 프로젝트명 : The World in a Supermarket/Fried Booth(1987)의 소개
■ 프로젝트 주제 : Food labels:pin and thread display
■ 관련 교과 : 영어, 국어, 실과, 미술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설계하기

핵심내용
(교사) 학습자에게 어제 먹었던 음식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프로젝트

무엇인지에 대한 예를 통해서 토의를 유도한다.
‘The world in a supermarket.’, ‘Where is the pasta from?’

제목설정
목표

등의 프로젝트 제목을 그룹토의로 정한다.
토의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 언어들을 칠판에 적어보고 문장의 구

언어설정

조와 단어들에 대해 함께 학습해 나간다.
◦교사 :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물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를 물어본다.
ex) spaghetti→이탈리아, Apple→프랑스, biscuit→독일 등

질문하기

◦과제물 : 음식물들을 포장한 깡통이나 포장지 혹은 봉지에 쓰여
있는 안내문들을 모아오게 한다.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같은 방법
으로 토의해 볼 수 있다.
◦전지에 세계지도를 그리거나 붙인 후 자신이 발견한 음식들의 원

프로젝트

산지를 찾아본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상표를 갖고 오게 하

실행하기

여 학생들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도록 유도한다.
그룹토의

ex) What have you got Inho?
I’ve got a chocolate wrapper from Switzerland.
◦각각의 학생들은 지역별로 책임량을 나누어 갖고,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생성된 음식물에 대한 상표를 누가 가졌는지 인터뷰를

자료선택

하면서 정보를 찾는다.
토의 때문에 자료 수집이 끝나면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작업
원산지를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등에 대한 자료 선택작업을 하게 된다.
가능하면 색다른 핀의 모양과 실의 색깔을 선정하여 각 음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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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원산지를 세계지도위에 표시하는 작업을 한다.

작업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학생은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구두로 간단히

발표 및
문장 쓰기

발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음식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영어로 문장
을 써서 세계지도 밑에 붙여놓게 된다.
아동들이 영어로 음식 이름을 공부할 때 단순히 “This is an
apple. This is spaghetti’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음식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며 언어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Fire Booth가 언급한 위와 같은 활동들은 매

주의점

우 즉흥적인 학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 환경을 떠나서도 계속된 언어사용을 시
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갈 때 어느 나라
에서 유입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탐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자신이 학습했던 표현들을 생각해 보고 새로운 정보들은 게시판에
걸려있는 프로젝트에 첨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2. 초등 프로젝트 학습 수업사례, ‘Big Book을 이용한 프로젝트 학습’
■ 학년 :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 프로젝트명 : Big Book을 이용한 프로젝트 학습/Scott & Ytreberg(1990)의 소개
■ 프로젝트 주제 : Choosing the right books for your learning needs
■ 관련 교과 : 영어, 국어, 미술, 사회
프로젝트 절차

핵심내용
모든 학습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사
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Scott &
Ytreberg(1990)은 특히 아동들은 더욱더 오감에 민감하여 시각, 청각,

프로젝트 준비하기

후각, 촉각을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언어를 학습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요즘 아동들이 아동들의 시각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외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실례로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Big Book
이므로 어떤 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의 수준에 맞는 목록을

선정한다.
프로젝트 ‘What kind of books in this room?’, ‘What is the best book for
프로젝트
설계하기

제목설정 our studying?’ 등의 프로젝트 제목을 그룹토의로 정한다.
목표

토의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 언어들을 칠판에 적어보고 문장의 구조

언어설정 와 단어들에 대해 함께 학습해 나간다.
프로젝트
실행하기

질문하기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읽고 아동들이 그 이야기에 관심이
보이면 아동들에게 직접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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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또한 다중문화를 중심으로 언어습득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인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만들 책에
대한 모델을 참고하여 그룹으로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
추어 브레인스토밍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필요한
단어들이 완벽한 문법과 철자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거미 망으로 연결
된 브레인스토밍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갈 수 있다.
각각의 학생들은 선택된 Big Book의 부분별 책임량을 나누어 갖고,
그룹토의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생성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룹별
토의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Big Book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 필요

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는다.
자료선택 토의 때문에 자료 수집이 끝나면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작업
발표 및
문장
쓰기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등에 대한 자료선택작업을 하게 된다.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Big Book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번역하
여 문장 아래에 붙여가면서 발표를 할 수 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Big Book은 저학년생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아동들
이 외국어 학습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Big Book을 사용할 때 분석적으로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내용이며 아
동의 언어 수준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수준이
적당하게 고려된 것이라면 그 Big Book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만들어야 할 Big Book의 모델로서 사용될 수 있다. 교사가 적절

주의점

한 주제와 책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그룹토의를 거
쳐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책을 선정할 때는 영어로
된 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국 책의 경우에는 간단한 영어의 문
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번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동들
이 함께 어떤 영어 문장이 그림과 일치하는지를 직소(Jigsaw) 퍼즐 방
법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아동들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다. 또한,
영어로 쓰인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야기책에 대한 아동들의 이

해를 도울 수도 있다.
(참고) 브레인스토밍의 일종인 거미줄망 활동 : 다양한 형태로 응용 가능함
3. 프로젝트 학습 진행 과정 중 주의사항
1) 학습자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들이 어려워하는 것, 즉 프로젝트 학습에 대
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막연한 것을 물어보기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을 답할 수 있는 질문
으로 아동들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를 거쳐 학습자의 동기, 흥
미, 능력, 제인 점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단계의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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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드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와 학습량을 정해야 한다. 너무 높은
수준을 선택하게 되면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고 너무 낮은 수준을 선
택하면 지적인 도전 정신이 떨어져 흥미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아동의 영어 수준인 1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선택하여 아동의 인지적 도전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적으로 아동과 친근한 내용을 선정하여 아동의 관심을 증진하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
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쉽게 편집하고 다양한 자료(오디오,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
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야 한다.
4) 프로젝트의 단계는 세부적으로 설계되어 다음 단계에 무엇을 진행할 것인가를 아동이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연습과 실전 상황의 차이를 학습시키므로 아동은 당
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방법을 학습시켜야 한다. 자료 수집이나 공작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준비 자료들은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외부인들의 호의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5) 교사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나 절차들은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교사는 아동들의
계획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아동으로의 프로
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6) 아동들이 너무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에 골몰하는 경우에는 단어카드를 만들게 하여 칠판
한구석에 걸어두고 자신이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
로만 쓰는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해도 좋다.
Name(이름)
Class(반, 번호)
Date(날짜)
1. 이번 주에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2.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써보세요.
3. 새로 배운 단어와 문장 중 잘 이해가 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4. 지난 시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이번 주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5. 이번 주에 읽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6. 이번 주 듣기학습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7. 이번 주 말하기 학습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8. 이번 주에 배운 교과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 이번 주에 해온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 이번 주에 배운 그것 중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참고) 학생용 자기평가지
7)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프로젝트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해 줘야 하는 일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어
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당한 피드백을 줘야 한다. 학습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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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답하여 학생들이 배운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습과 평가
의 기회로 삼는다.
8) 프로젝트 학습의 통합적인 학습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Fied Booth는 프로젝트의 전개도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가 각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언어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계
획을 세우고 확인해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수업 매뉴얼’출판물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만들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프로젝트의 핵심요소와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기, 프로젝트 수업 실행하기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은
수업사례를 소개하였다.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하는지부터 수업 계획에 대한 매뉴얼이 차근
차근 소개되어 있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쉽게 되었고 나는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었다.
‘프로젝트 수업 매뉴얼’프로젝트 수업 절차 예시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주제 정하기

- 성취기준 중심으로 주제 떠올리기
- 소재 중심으로 주제 떠올리기

- 주제선정하기
◦프로젝트 가이드맵 - 학습 내용 작성하기
작성하기
◦탐구
질문 정하기
프로젝트

- 학습지원 및 활동 작성하기
- 주제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조정하기

계획하기

- 탐구 질문 만들기
- 내용 선정 및 순서 정하기

◦활동 설계하기

- 필수 활동-심화 활동 구상하기
- 사람과 현장 연결하기
- 발표 방식 결정하기
◦도입하기

- 학생 평가표 작성하기
- 프로젝트 수업 소개하기: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에는 프
로젝트 수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젝트 수
업이 무엇이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며 왜 하는지에 대

프로젝트
실행하기

해 안내한다.
- 동기유발을 위한 처음 수업하기: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끌게 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에서 여
섯 가지 동기유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의 의견을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하기: 질문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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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문 모으기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프로젝트
◦탐구하기

계획에 반영한다.
- 탐구방법 가르치기 : 학생이 주도하는 탐구가 되려면
탐구 과정과 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탐
구는 ‘조사 계획하기→조사하기→조직화하기’의 과정
을 거친다.
-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질문하기 : 학생들이 스스
로 답을 찾게 하려고 교사는 단서를 주거나 질문을 활
용한다.
- 팀별 활동 지도하기 : 팀별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점과
팀 활동 절차, 프로젝트 실행점검표 활용법에 대해 알

◦발표
프로젝트
돌아보기

아본다.
- 결과물 디자인하기, 발표하기

◦성찰하기

1.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꿈나무 탐험대’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꿈나무 탐험대
■ 프로젝트 주제 : 마을 사랑
■ 탐구 질문 : 우리 마을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마을 책을 만들 수 있
을까?
■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활동 기간 : 4주

◦활동목표 : 우리 마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마을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마을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프로젝트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설계하기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우리 마을 알기→우리를 위해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 관찰하기→견학하기→마
을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가족의 추억의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조사 및 발
표) →마을 책 만들기
◦평가계획
프로젝트 ◦동기유발 : 우리 마을의 가고 싶은 장소 정하기(마을 프로젝트의 동기를 부여
실행하기

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이용, 사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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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발표하고 교사는 받아 적음).
◦학교 주변 탐구하기 : 학교 주변 둘러보기 전에 탐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알
아야 할 것과 궁금한 것을 찾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봄.
◦질문 나누기, 프로젝트 수업 이름 정하기 : 꼭 알아야 할 것과 궁금한 것을 적
게 하고 학생들과 협의하여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중요도가 높은 질문부
터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기, 꿈나무 탐험대로 결정, 질문 학급 게시판에 게시
함.
◦필수 활동하기(전체 및 개별학습) : 마을의 모습 지도로 관찰, 마을 모습 그림
으로 표현,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을
열 군데 지도에 나타내고 이름 쓰기, 공유할 작품을 게시된 질문 옆에 게시함.
◦심화 활동하기 : 기본 학습‘우리 마을에서 중요한 장소는 어디인가’관련해서
마을의 장소들을 견학하며 인터뷰 진행, ‘내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학생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떠올리며 정리함.
◦결과물 만들기 : ‘책 만들기’ 강의 진행, 학급 전체로 한 권 만들지 팀별로
만들지 협의, 목차 구성 어떻게 할지 의견 모으기,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
진행, 학습 결과를 종합하여 마을을 소개하기 위한 책 제작, 역할 분담을 통하
여 모든 팀원이 참여하게 함. 출판사 편집자에게 책에 대한 평가 의뢰하여 화
상 전화로 피드백을 받음
◦발표하기 : 총연습 진행, 2학년 동생들을 초대하여 발표하고 수업 마무리는 놀

프로젝트
돌아보기

이를 진행함.
◦학생용 성찰지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 전체과정 돌아봄.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 결과물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성찰지와 함께 가정으
로 보냄.

2.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괴물들이 사는 궁’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괴물들이 사는 궁
■ 프로젝트 주제 : 조선 전기의 역사학습
■ 탐구 질문 :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교과: 국어, 미술,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설계하기

◦활동 기간 : 4주
◦활동목표 : 경복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설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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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도입하기→핵심내용 및 선택 탐구하기→현장 학습하기→사후학습하기→최종발
표하기
◦평가계획
◦ 프로젝트 수업 도입하기 : 선배들이 찍었던 현장학습 임무 사진 보여줌.
◦ 필수 활동하기 : 교과서를 살펴보며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 선정하고 정리,
역사적 인물, 장소, 유물, 사건 등을 학습하며 궁금한 내용 질문으로 만듦. 학
습 끝나면 자신이 해설하고 싶은 경복궁 장소나 인물을 선택, 경복궁 관련 인
물 예시와 경복궁 관련 건물을 미리 제시, 이때 참고할 도서와 인터넷 사이트
는 교사가 제시함.
※ 참고도서 : 쏭내관의 재미있는 경복궁 기행, 송용진, 홍건국, 지식프레임
경복궁, 손용해, 주니어김영사
◦지도학습 및 사전 학습하기 : 현장학습 가기 전에 경복궁 지도를 보며 어떤 건
물이 어디에 있는지 학습함, 한자 옆에 한글로 명기해줌. 안전과 원활한 진행
을 위해 팀별 학부모 명예 교사 섭외함, 경복궁에서 지켜야 할 관람예절 사전
에 교육함, 가기 전에 무엇을 보고 조사해야 할지 미리 결정함, 인터뷰한다면
프로젝트
실행하기

담당자 섭외하고 질문을 만듦.
◦현장 학습하기 : 충분한 학습 이후에 경복궁을 둘러보며 임무를 수행함, 문화
재 해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 조사,. 사진 촬영, 스케치, 리플
렛 수집, 전문가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함, 미션지를 잘 수행하도록 교사는 돕
고 마치면 자료를 모아서 분실을 예방함.
◦문화재 해설을 위한 대본 쓰기 : 현장학습 다녀온 후에 문화재 해설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조사함. 인물과 장소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해설을 할지 관
점을 정하고 대본을 쓰게 함.
- 인물 중심해설 : 장소와 관련된 인물의 생애 및 업적, 인물과 관련된 중요하
거나 재미있는 일화, 소개하고 싶은 이유 등.
- 장소 중심해설 : 건축물의 특징,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일화, 소개하고 싶은 이유 등.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발표하기 : 실제 경복궁에서 진행했다면 더 의미 있는
발표가 되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교실에서 진행함. 교실의 코너에 건물의
이름과 사진을 붙임. 학생들이 해설사가 되어 건물을 돌아다니며 해설을 함.

3.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민주시민’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민주시민
■ 프로젝트 주제 : 노숙인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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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질문 : 노숙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관련 교과 : 국어,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활동 기간 : 3주

◦활동목표 :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
체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탐구 질문 : 노숙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프로젝트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설계하기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관찰하기→문제 선정하기→문제 파악 및 질문 작성하기→조사 및 해결책 탐구
하기→해결책 선정 및 실행하기→발표 및 성찰하기(-후속 해결책 선정 및 실행
하기)
◦평가계획
◦프로젝트 수업 도입하기 : 우리 학교나 우리 동네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학생들이 해결한 사례를 알려줌. 학생들에게 문제점
예시를 미리 보여주고 일주일이 지나서 경험한 것과 관찰한 것을 토대로 이야
기 나눔
◦문제 선정하기 : 학생들이 가장 공감되는 문제인지 생각해 보고 정함. 검토기
준도 제시함
-‘책임이 정부(공공기관)에 있는가?’,‘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가?’,‘학생으
로서 해결 가능한가?’
◦문제 파악 및 질문 작성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은 없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가?
◦조사 및 문제 해결하기 : 노숙인 쉼터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목록을
상의함.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프로그램 운영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청
의 담당과를 알아내고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함. 구청 사이트에 지
원비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어렵다고 함
◦후속 해결책 선정 및 실행하기 : 학생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를 다
시 함. 프로그램 지원비를 모금하기로 함. 노숙인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기
로 함

참고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참여 발표대회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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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내가 좋아하는 것’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내가 좋아하는 것
■ 프로젝트 주제: 내가 좋아하는 것
■ 탐구 질문 :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활동 기간 : 3주

◦활동목표 :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탐구 질문 :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프로젝트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설계하기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내가 좋아하는 것 탐색하기→목표 및 질문 작성하기→조사하기→조사한 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결과물 디자인하기→발표 및 성찰하기
◦평가계획
◦프로젝트 수업 도입하기 : 선배들이 한 작품(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책 등)
을 살펴보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소개함. 귀신, 범죄 등 정신 건
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소재는 제외한다고 미리 알려줌
◦개인 주제 선정하기 :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떠올리기 어려워해
서 주제참고 목록을 개발하여 제시함.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좋지만, 초등
학생이라는 여건을 고려하면 팀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주제참고 목록>

프로젝트
실행하기

영역
미술
동물
식물
음악
인물
레저, 스포츠
문화 및 문학
유물, 유적
공동체
과학
생활
직업
역사
기타

주제
디자인, 그림, 만들기, 만화, 웹툰, 캐릭터
모기, 백상아리, 햄스터, 지렁이, 용, 멸종 위기의 동물
토피어리, 나무, 꽃, 공기 정화 식물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기타, 노래, 감상, 랩
김연아, 세종대왕, 오바마, 문재인
축구, 야구, 바둑, 장기, 스케이트, 보드게임, 태권도
뮤지컬, 영화, 소설, 동화
만리장성, 피라미드, 미이라, 대동여지도, 숭례문, 경복궁
가족, 친구, 우리 동네, 국가, 동아리, 지구온난화, 나라
두뇌, 자석, 날씨, 미세먼지, 마찰력, 사막, 우주, 비행기
대화, 질병, 건강
선생님, 요리사, 디자이너, 축구 선수, 바리스타, 농부
이순신, 동학농민운동, 안중근, 한국전쟁, 베를린장벽, 위안부,
을사늑약, 5.18, 4.19, 프랑스혁명, 팔레스타인 분쟁, 나치
요리, 패션, 집, 음식, 통일, 정치, 학교폭력, 돈, 행복, 영상

- 88 -

◦팀 주제 선정하기 : 학생들이 각자 선정한 주제와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비슷한 종류끼리 유목화함. 비슷한 주제를 가진 사람끼리 팀을 꾸림
◦탐구 질문 작성하기 : 팀별로 탐구 질문을 각각 작성함. ‘나의 삶과 어떤 관
련이 있는가?’,‘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다양한 답이 가능
한 열린 질문인가’의 3가지 기준을 활용하도록 함
◦질문 작성 및 기본지식 탐색하기 : 자신들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알아야 할
것과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만들기. 그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계획을 세우고
탐색함. 교사는 책이나 웹사이트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조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결과물 만들기 및 발표 : 발표를 위해 학생들은 결과물을 디자인하는데 흔한
결과물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것’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한 번만 진행하기보다는 1년 동안 2~4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음. 자
신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탐구하고,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 제
참고

공
- 게임은 제한하기보다 교사가 개입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
가 있음. ‘인기 있는 게임의 특징은 무엇인가?’과 같은 탐구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됨

5.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우정
■ 탐구 질문 : 친구와 친해지고 우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교과: 국어, 도덕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활동 기간 : 3주

◦활동목표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탐구 질문 : 친구와 친해지고 우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젝트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설계하기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친구 정하기→선택 활동계획 세우기→필수 활동 및 선택 활동하기→나의 관계
설명서 디자인 및 작성하기→발표 및 성찰하기
◦평가계획
프로젝트 ◦ 프로젝트 수업 도입하기 : “여러분은 친구와 친해질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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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기
◦ 친구 정하기 :제비뽑기로 진행함
- 친구 사귀기를 할 때 지켜야 할 일 여섯 가지 : 한 일은 반드시 사진이나 글
로 남기기, 중간에 싸웠다고 짝 바꿔 달라고 하지 않기, 선택 활동은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 조용한 곳에 앉아 10분 이상 이야기 나누
기, 놀 때는 땀 흘려 뛰어노는 활동을 꼭 같이하기, 내가 잘 하는 것 가르쳐
주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돕기
◦선택 활동계획 세우기 : 활동목록을 참고하여 계획 세우기, 탐구과제 내주기,
‘우리만의 친해지는 법’정리하기
- 활동목록
산책하기

실행하기

교문 앞 혹은 집까지 같이 가기
급식 같이 먹기
쉬는 시간 5분 대화하기
간식 같이 먹기
편지쓰기
공동작품 만들기
◦필수 활동 및 선택 활동하기 : 필수 활동으로는 공통점 찾기, 우정의 속도, 관
심 두고 시간 투자하기, 부탁과 거절, 내가 바라는 친구의 특징
◦결과물 디자인 및 만들기 : 지금까지 했던 필수 활동, 선택 활동, 조사한 내용
모두 정리함, ‘나의 관계 설명서’에 들어갈 항목을 선정함
◦발표 및 성찰하기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사진, 영상, 글쓰기 등의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

참고

함
- ‘학생들과 나의 관계 설명서’에 들어갈 항목을 미리 협의하고 활동을 진행
함

6.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상상 나래 프로젝트’
■ 학년: 6학년

■ 프로젝트명 : 상상 나래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학생 동아리 활동
■ 탐구 질문 :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교과: 국어, 미술, 도덕, 음악
프로젝트
절차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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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8주, 10차시
◦활동목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탐구 질문 :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안내하기→모집하기→활동계획 세우기→활동하기→발표 및 성찰하기
◦평가계획
◦안내하기 : 관심 있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 안내, 탐구 질문
을 안내함
◦모집하기 : 동아리 이름, 목표와 준비물, 활동계획이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교
사와 상의한 후에 게시판에 부착
◦활동계획 세우기 : 활동계획은 학생 스스로 세우도록 하고 주제, 목표, 결과물,

프로젝트

날짜별 활동계획을 작성함, 어려워할 때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 이후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게 함
◦활동하기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매주 1시간 수업 시간에 진행함, 교사는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상의하며 대책 마
련함
◦발표 및 성찰하기 : 교사는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좋음. 격려
와 응원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음
◦상상 나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동아리 회장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함

참고

- 동아리를 탈퇴하려는 학생을 지도: 탈퇴 가능한 시점은 동아리 시작되고 2주
이내에만 시기 허용, 그런데도 탈퇴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 가입 허락받기, 개
인 활동계획 세우기 중 선택하고 해야 함

7.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우주 탐험프로젝트’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우주 탐험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제 : 태양계와 별
■ 탐구 질문 : 우리 교실에 태양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교과 : 과학, 국어,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설계하기

◦활동 기간 : 6주
◦활동목표 : 태양계와 별에 관해 탐구하여 보고 만들어 볼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교실에 태양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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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프로젝트 아이디어 내기→팀 정하기 및 배경 지식 학습하기→팀별 디자인 및
질문 만들기→팀별 주제 학습 및 대본 작성하기→모형 만들기→발표하기
◦평가계획
◦프로젝트 아이디어 내기 :‘태양계와 별’ 단원을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냄. 함께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선정함. 천정
을 배경 삼아 태양, 행성, 별자리 만들어 보기로 함
◦팀 정하기 및 필수 활동하기 : 배워야 할 내용을 행성, 별과 별자리, 태양과 해
성, 우주탐사 4가지로 구분함. 자신이 원하는 주제 선택함. 행성은 개수가 많아
2개 팀으로 하여 총 5개 팀 결성
프로젝트
실행하기

◦팀별 디자인 및 질문 만들기 : 행성은 크기와 거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교사의
개입하여 협력함. 탐구를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간추려서 교실로 가져옴. 책과
사이트를 참고하여 무엇을 조사하고 탐구할지 생각함. 배경 지식을 쌓고 자신
의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으로 만듦
◦팀별 주제 학습 및 대본 작성하기 : 수집한 정보를 모두 모은 후 중요한 내용
을 간추리고 간추린 내용은 마인드맵의 형태로 요약함. 요약한 내용을 팀별로
연극 대본 또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자료와 대본 만듦
◦모형 만들기 : 태양, 행성, 별자리를 모형으로 만들고 천장에 달기
◦발표하기
◦우주 탐험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참고

-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기 : 대본 작성 단계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상의하여 도움을 주면 좋다.

8. 초등 프로젝트 수업사례, ‘전통문화체험’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전통문화체험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 알리기
■ 탐구 질문 :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체험 전시회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활동 기간 : 3주
프로젝트
설계하기

◦활동목표 :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체험 전시회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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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흐름(학습 활동 순서)
도입하기→배경 지식 학습 및 주제 선정하기→체험 전시회 기획하기→자료조
사를 위한 질문 만들기→자료조사 및 중간발표하기→체험 전시회 부스 디자인
하기→총연습 및 최종 발표
◦평가계획
◦ 프로젝트 수업 도입하기 :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를 통한 동기 부여
◦ 필수 활동하기 :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학습,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질
문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체험할 주제 선정하기, 협의를 통한 학습 주제 선택,
예절과 다도, 전통놀이, 전통음식, 미술의 주제를 선택함.
◦질문 나누기, 프로젝트 수업 이름 정하기 : 꼭 알아야 할 것과 궁금한 것을 적
게 하고 학생들과 협의하여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중요도가 높은 질문부
터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기. 꿈나무 탐험대로 결정. 질문 학급 게시판에 게시.
◦심화 활동하기(체험 전시의 기획)
- 예절과 다도 팀 : 다도체험과 절하는 체험을 함. 다기 세트, 한복을 전시하고
다도와 한복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며 설명함
- 전통놀이팀 : 투호, 고누놀이, 비석 치기, 공기놀이의 체험함. 전통놀이도구와
설명 자료를 전시하고 각 놀이의 유래와 방법 및 우수성을 설명함
프로젝트
- 전통음식 팀 :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모형으로 체험하고 떡 시식회를 함. 김
실행하기
치와 떡의 유래 및 만드는 방법 설명 자료를 전시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설명
함
◦자료조사를 위한 질문 만들기 : 기획이 끝나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
보를 얻기 위해 자료조사를 함, 그 전에 필수질문과 선택 질문을 만듦
◦자료조사 및 중간발표하기 : 인터넷, 도서, 현장학습,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며 학습 주제를 탐구함.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다
른 팀의 친구들과 함께 나는 시간을 가짐.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가
짐
◦체험 전시회 부스 디자인하기 : 주제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체험 부스 디자인
을 하고 간판도 디자인함
◦총연습 및 최종 발표 : 총 4팀이면 2팀이 먼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2팀은 청
중으로 참여하고 모든 체험이 끝나면 본받을 점과 고쳐야 할 점에 관해 이야
기 나눔(포스트잇 활용). 최종 발표 후 축하하고 평가하는 시간 갖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서 나온 학습 결과물은 포트폴리오로 정리함.
돌아보기
◦부스체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사회 :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문화유산, 전통문화(하위주제:의생활)
참고

- 과학 : 태양계와 행성, 별자리(행성의 하위주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 실과 : 재활용(재활용의 하위주제: 재활용 설명연극, 재활용 체험, 재활용품 활
용 물건 만들기)

- 93 -

6

‘초등 프로젝트 수업’출판물

학생 스스로 몰입하고 배움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수업의 모든 비결을 담은 책으로 총 4파로
구성되어 있다. Part 0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론적 배경과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을 담았으며 Part 1∼3은 저, 중,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사례를 담았다.
초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년별 PBL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수록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 책은 2015년 9월 창조학교로 지정된 구미 봉곡초등학교가 학교 수업의 변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도입했고, 한 학교 사례를 학년별로 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수업으
로 인해 학교의 수업 변화까지 볼 수 있는 책이고, 먼저 되어야 할 과제로 학교 시스템의 변화
내용을 적은 부분이 인상적이다.
1.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우리는 친구’
■ 학년 : 1학년

■ 프로젝트명 : 우리는 친구
■ 프로젝트 주제 : 친구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해지기
■ 관련 교과 :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대화와 놀이를 통해 친구와 가까워질 기회를 마련해 주고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
준비하기 하는 마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기간 : 3월(총 25차시)
◦활동목표
다양한 탐색 활동과 놀이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롭게 만난 여러
친구의 특성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귈 수 있다.
◦탐구 질문
-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무엇을 할까?
프로젝트

- 친구들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설계하기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바른 생활 :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 슬기로운 생활 :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
을 알아본다.
- 즐거운 생활 :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프로젝트 흐름
- 주제 만나기(1∼2차시) : 친구에 대해 생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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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반가워(3∼14차시) : 친구와 관련된 노래 배우고 놀이하기, 친구와 임
무 수행하기, 친구에게 궁금한 것 묻고 답하기, 친구의 장래희망 알아보기,
나무 친구 정하기 등
- 친구야, 놀자(15∼22차시) : 친구와 놀이 활동하기, 친구와 함께하는 일 알아
보기, 친구들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 알아보기 등
- 너는 나의 친구(23∼25차시) : 친구와 즐거웠던 기억 그림으로 남기기, 친구에
게 마음 전하기
◦평가계획
- 바른 생활 :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고 지킬 수 있다. (관찰)
- 슬기로운 생활 :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친구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다. (관찰)
- 즐거운 생활 : 친구와 협력하여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관찰)
◦친구야, 반가워!
맨 처음 활동으로 서로 노래를 부르며 친구와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 <그대로
멈춰라>, <동무 동무 어깨동무> 노래 부르기
- 친구야, 네가 궁금해! : 자기소개하기/당신은 누구십니까?/더 알고 싶은 것 질
문하기
- 친구와 미션 수행하기 :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면서 빙고판에 적힌 미션 수
행하기
- 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 친구에게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친구에 대해 알
게 된 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 친구를 맞춰봐! : 친구의 힌트를 듣고 친구 알아 맞춰보기
- 친구의 장래 희망 알아보기 : 꿈꾸는 직업과 어울리는 모습 표현하기/친구들
프로젝트
실행하기

에게 소개하기
- 나무 친구 정하기 : 학교 주변에 자신과 함께 자랄 나무 정하기/나무가 자랄
때마다 사진 찍어 주기
◦친구야, 놀자!
사방치기, 달팽이 놀이, 얼음땡 놀이, 공기놀이, 소꿉놀이하기
- 친구와 함께하는 일 알아보기 : 찍은 사진 보여주고 친구들과 무슨 일을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기/친구 이름을 적은 종이를 연결하여 친구
기차 만들기/앞으로 친구와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지 직접 그 친구 앞에서 발
표하기
- 친구를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하기 : 상황에 따라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
면 좋은지 생각해 보기/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 참 멋져, 잘했어, 괜찮아,
고마워, 예뻐, 사랑해, 미안해, 사이좋게 지내자
- 친구 사랑 나무에 다짐하기 :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생각해 보고 다짐 적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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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나의 친구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림 그리기, 친구에게 고마웠던
기억을 공을 전달하면서 말하는 활동하기
◦함께 하는 일들이 많아짐, 수업 시간에는 모둠 활동 활발히 참여, 쉬는 시간에
프로젝트
돌아보기

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놀기도 해서 더욱 친해짐.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조율하여 해결해가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

2.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우리는 전통문화 알림이’
■ 학년 : 1학년

■ 프로젝트명 : 우리는 전통문화 알림이
■ 프로젝트 주제 :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전통문화를 소개하여
알리기
■ 관련 교과 : 국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음으로 확장하고 더 나
준비하기 아가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기간 : 9월∼10월(총 41차시)
◦활동목표
- 추석 명절을 경험하면서 조상들의 다양한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 전통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탐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 전통문화에 우수성과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탐구 질문
- 명절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 우리 조상들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프로젝트

-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설계하기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 바른 생활 :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 슬기로운 생활 :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풍속과 비교한다. 우리나라
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 즐거운 생활 :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우리나라의 상징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프로젝트 흐름
- 추석 속에 숨겨진 전통문화 맛보기(1∼12차시) : 추석 경험 나누기, 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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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찾은 전통문화 맛보기, 추석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 더 알고 싶은 전통문화 찾아보기(13∼14차시) : 내가 궁금한 전통문화 떠올려
질문하기, 교사가 계획한 프로젝트 내용 수정하기
- 얼씨구나 흥겨운 우리 장단(15∼17차시) : 사물놀이 장단 배우기, 장단에 어울
리는 전통놀이, 몸짓 배우기
-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18∼24차시) : 한복의 특징 살펴보기, 한복의 특징이 담
긴 작품 만들기, 한복 입기 체험하기
- 맛 좋고 영양 가득한 한식(25~32차시) : 전통음식 알아보기,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 알리기, 우리 음식을 담는 그릇 만들기
- 자연을 담은 한옥(33~36차시) : 전통 집의 특징 알아보기
- 재미있는 전래놀이(37∼39차시) : 전통놀이 준비하고 즐기기
- 우리의 전통문화 전시하고 소개하기(40∼41차시) : 우리의 전통문화 전시하고
소개하기
◦평가계획
- 바른 생활 : 추석에 하는 일과 의미를 알고 조상과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구술, 관찰)
- 슬기로운 생활 :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하여 자료를 만들고 소개할
수 있다. (보고서, 활동발표, 관찰)
- 즐거운 생활 : 전통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스스로 만들고 친구와 함께 어울
려 전통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관찰, 결과물)
◦추석 경험 떠올리기
- 추석 명절 속에서 전통문화 맛보기 :『솔이의 추석 이야기』 읽기, 책 속 주
인공을 따라가며 다가올 추석의 의미를 알고 뜻깊게 보내기
- 한복 접고 전통문양 노리개 만들기, 보름달에 소원 빌기
- 차례상 차리기 : 동영상 시청 후 색 점토로 차례 음식 만들기
- 강강술래 배우기 : <강강술래>, <덕석 몰이>, <문지기> 노래에 맞춰 강강술래
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기
◦더 알고 싶은 전통문화 찾아보기
전통문화에 대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 계획한 프로젝트 내용 수정하기 : 사물놀이 내용 추가, 프로젝트 내용으로 채
택되지 않은 다른 궁금한 사항은 스스로 알아보도록 기회 마련
◦얼씨구나! 흥겨운 우리 장단
-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 가락의 장단을 느껴보는 수업
◦ 장단에 어울리는 전통놀이, 몸짓 배우기
-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강강술래 하기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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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패션쇼 동영상 시청 후 한복의 곡선, 화려한 색감, 옷감, 한복의 우수성에
관해 이야기 나눔
- 베 짜기와 복조리 만들기 : 색종이로 베 짠 후 복조리 만들기, 지끈으로 대형
베짜기
- 한복 입는 날 : 한복 입는 순서 배우기, 떡과 전통 음료 시식하기, 전통 인사
법 배우기, 사물놀이 합주하기, 전래놀이, 한복 패션쇼 하기
◦맛 좋고 영양 가득한 한식
우리 고유 음식인 한식으로 부모님 생신상 차려보기 그림 그리기, 외국인이 좋
아할 만한 한식 생각해 보고 소개하는 활동하기, 한국 음식에 대해 자료조사 후
발표하기
- 우리 음식을 담는 그릇 만들기 : 구미예술창작 스튜디오 체험학습 (그릇 만들
기)
◦자연을 담은 한옥
초가집, 기와집 관련 동영상 시청 후 기와집 체험학습 시행
- 외국인에게 우리 한옥 명소 알리기 : 외국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옥 명소 조
사 후 알리는 글쓰기, 발표하기
- 한옥 표현하기 : 우유갑과 수수깡으로 기와집 만들기, 초가집이나 기와집 그
림으로 표현 후 게시판 게시
◦재미있는 전래놀이
- 딱지치기, 팽이치기, 투호 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우리의 전통문화 전시하고 소개하기
- 가장 기억에 남는 전통문화를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소개하기, 분야가 같은 친
구들끼리 모여 모둠을 이루고 전통문화 전시회 준비, 방과 후에는 부모님을
초대하여 프로젝트 활동 내용과 결과를 알리는 러닝 페어 실시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알고 관심을 가지자 스스로 학급문고에 있는 전통문화
관련 책을 가져다 읽는 모습 발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넣은 사물놀이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프로젝트

데 도움이 됨,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분야의 전통문화를 스스로 알아보도록 해

돌아보기

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음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계획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가
까운 민속촌이나 유적지 체험학습을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더욱 유의미한 학습
이 될 수 있음

3.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나눔 장터’
■ 학년 :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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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명 : 나눔 장터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학급 장터를 열고 돈을 모아
기부함으로써 이웃 사랑과 나눔 실천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가면서 의사 결정
준비하기 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도록 설계
◦기간 : 11월(총18차시)
◦활동목표
-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게 놀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
- 장터를 열어보는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
- 장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 장터를 열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 수학 :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덧셈과 뺄셈의 의미
를 이해한다.
- 바른 생활 :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 슬기로운 생활 :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 즐거운 생활 :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할 수 있
는 놀이를 한다.
◦프로젝트 흐름
- 학급 장터 계획하기(1차시): 학급 장터를 여는 이유 알기, 사용할 화폐 모으는
방법 정하기
- 주인이 되고 싶은 가게 정하기(2∼5차시): 우리 주변의 가게 살펴보기, 내가
열고 싶은 가게 표현하기, 나눔 장터에서 열 가게 정하기
- 우리 가게 준비하기(6∼11차시): 기부할 물건 준비하기, 다른 가게에 내 물건
기부하기, 친구들과 가게 협의하기, 가게에 필요한 준비물 만들기, 가게 홍보
하기
- 가게 홍보 연습하기 (12∼14차시): 가게 열기
- 어려운 이웃돕기(15차시): 나눔 장터 판매 금액 사용처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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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나누기(16~18차시): 가게 놀이 평가하기, 기억에 남는 장면을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하기
◦평가계획
- 국어 : 가게 주인과 손님이 역할에 어울리는 인사말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관
찰)
- 바른 생활 :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알고 나눔 장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
눔을 실천할 수 있다. (관찰)
- 슬기로운 생활 : 가게 주인의 역할을 알고 가게 물건을 준비하고 홍보하여 가
게를 알리고 물건을 팔 수 있다. (활동발표, 관찰)
- 즐거운 생활 : 나눔 장터에 필요한 준비물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만들고 나눔
장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관찰, 활동결과물)
◦나눔 장터 시작 전 활동
- 사용할 화폐 모으는 방법 정하기 : 봉사 미션하기
- 기부할 물건 준비하기 : 100~500원 사이 가격 정하기
◦주인이 되고 싶은 가게 정하기
- 우리 주변 가게 살펴보기, 마인드맵 활용 :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 알아보
기, 가게에서 일하는 주인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
- 주인이 되고 싶은 가게 표현하기 : 해보고 싶은 가게 정해서 그림으로 그리기
- 나눔 장터에서 운영할 가게 정하기 : 가게를 정하고 주인이 되고 싶은 가게
선택
◦나눔 장터 가게 준비하기
- 가게를 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의논하기
- 역할 분담 : 모두가 주인임을 잊지 않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
- 가게 이름 정하기 : 모둠원 모두가 한 가지씩 이름을 말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프로젝트
따라 정함.
실행하기 - 판매 전략 세우기 : 우리 가게 물건을 잘 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
기
- 가게 홍보하기 : 간판, 홍보물 만든 후 가게 소개하기 연습하기
- 주인과 손님 역할 놀이하기 : 주인과 손님의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 하기
- 가게별로 물건 모아 차리기 : 100~500원 사이 의논 후 가격표 정하기
- 다른 가게에 내 물건 기부하기
◦ 가게 열기
- ㄷ자 형태로 배치
- 가게 주인 되기: 자신의 역할에 맞는 말과 행동하기
- 가게 손님 되기: 세 가지 임무 주기
첫째 :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 둘째: 가족을 위한 것, 셋째: 비밀 친구를 위
한 물건을 사기
- 무인가게 운영하기: 주인이 없는 가게 운영 동영상 시청 후 시도해 보기
- 가게 물건 마무리하기: 가게별로 모은 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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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돕기
- 구미 봉곡초등학교 1학년 전체는 학급 장터를 열어 번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
하여 재해구호협회에 기부
◦소감 나누기
- 활동지로 소감 쓰기
- 기억에 남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각자 소
감 말하기
◦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해나가야 하는 프로젝트: 나눔의 실천
◦나눔과 연결 : 가정과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용돈을 모으는 일, 자신의
프로젝트
물건을 장터에 내놓고 다른 가게에 기부하는 일, 가족과 비밀 친구를 위해 물
돌아보기
건을 사는 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을 파는 일
◦친구들과 협력하고 이견을 조율하면서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성장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됨
4.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봉곡 자연탐험대’
■ 학년 : 2학년

■ 프로젝트명 : 봉곡 자연탐험대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학교 주변 및 산과 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관
찰하고 체험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수학, 통합, 안전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학교 주변에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소재와 장소들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
준비하기 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체험하도록 설계
◦기간 : 4월 중순~6월 중순(총 60차시)
◦활동목표
- 봄과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봄과 여름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계절 생태놀이를 통해 자연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프로젝트 ◦탐구 질문
설계하기

-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봄, 여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통합 :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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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여름에 볼 수 있는 동
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
이를 즐긴다.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수학 : 여러 가지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여 보고, 길이에 대해 양감을 기른다.
구체물의 길이를 재는 과정에서 자의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의 측정값을
‘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 활동(봉사) : 학교 및 체험 장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 안전 :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의 위험 요인을 알고 사고를
예방한다.
◦프로젝트 흐름
- 주제도입(1~5차시) :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주제망 만들기
- 봄이 왔어요(6∼20차시) : 봄철 생활 모습 살펴보기, 봄 날씨 알아보기, 봄 놀
이하기
- 봄나들이 떠나요(21∼30차시) : 체험 전 활동(교통안전교육, 워크북으로 체험
준비하기)체험 활동(다양한 식물 관찰하기, 관심 있는 식물 조사하기), 체험
후 활동(봄의 느낌 표현하기, 체험 소감 나누기)
- 우리 반 텃밭을 가꾸어요. (31∼45차시) : 텃밭에 키우고 싶은 식물 정하기,
텃밭 가꾸기 역할 정하기, 텃밭 모종 심고 가꾸기, 텃밭을 이용한 교과 연계
활동
- 여름 친구들을 찾아보아요(46∼60차시) : 학교 주변 다양한 여름 친구 찾아보
기, 다양한 식물 찾아보기, 여름 놀이하기
◦평가계획
- 통합 : 봄 날씨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봄철에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을 알고 봄 건강 지킴이 홍보 자료를 만들 수 있
다. (자기평가-체크리스트, 관찰평가),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 수학 : 텃밭 식물의 키를 어림하고 줄자로 길이를 잴 수 있다. (관찰평가, 지
필평가)
◦학교 교정 둘러보고 다양한 동식물 관찰하기
- 확대경을 이용하여 자세히 관찰하기
◦봄철 생활 모습과 날씨를 살펴보아요
프로젝트
실행하기

-‘봄’ 하면 떠오르는 날씨와 관련된 단어 적기, 프로젝트 종합장애 봄 날씨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붙임 딱지로 붙이기, 역할 나누어
일기예보 진행, 건강을 해치는 유해 요소 찾기, 예방법 조사하기, 봄 날씨 조
사 후 캠페인 활동하기, 포스터와 표어 복도에 게시 후 공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자라는 대구수목원으로 떠나요.
- 대구수목원에 숲 체험 해설 신청, 워크북 제작(대구수목원의 유래, 지도, 체험

- 102 -

활동 전 준비물, 지켜야 할 규칙), 숲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 듣기, 꽃과 나무
의 이름 적고 그리기, 소감 나누기
◦ 우리 반 텃밭을 가꾸어요
- 텃밭 가꾸기 : 1~2학년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 학년에 상관없이 교과
와 연계, 텃밭 분양 전에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한 후 키우고 싶은 식물을
발표하는 시간 갖기
- 텃밭에 모종 심기 : 모종 심는 법 안내
- 텃밭 관리하기 : 아침 시간 활용
- 수학 교과 <4단원. 길이 재기> : 매주 한 번씩 텃밭에 가서 식물의 길이를 어
림해 보고 줄자로 재어보기
- 국어 교과 <3단원. 이름 짓기 가족회의> : 우리 반 텃밭 이름 짓기<8단원. 학
교 텃밭에서 생긴 일> 텃밭을 가꾸면서 느낀 점을 써보는 활동
◦여름 숲 체험을 떠나요
- 여름에 숲 체험 : 다양한 나무들과 개구리, 새, 곤충 관찰, 숲 해설사 선생님
의 이야기 듣기, 확대경을 이용해 나무 기둥과 나뭇잎을 관찰, 나뭇잎 칠교놀
이, 나뭇잎 림보 생태놀이
- 수학 교과 <5단원. 분류하기> :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 <4단원. 길이 재
기> 나뭇잎의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보기
- 나뭇잎을 스크래치 하여 본떠보기, 모둠 나무 만들기
◦연회당 친구들을 지켜요
- 국어 교과 <5단원, 편지 쓰기> : 당부와 부탁의 내용을 담은 편지 쓰기, 캠페
인 활동
◦교장 선생님과 함께 곤충을 관찰해보아요
- 교장 선생님 일일 곤충해설사 초빙, 곤충의 생태에 관한 이야기, 곤충을 키우
는 법 만져 볼 기회 마련, 학교 주변에서 곤충 찾아보기, 스무고개 곤충 이름
맞추기, 곤충 빙고 게임, 4D 프레임 곤충 모형 만들기, 아이클레이로 곤충 만
들기, 곤충 종이접기, 곤충 관련 그림책 읽어주기, 거미줄 놀이, 달팽이 놀이
- <곤충들의 운동회> : 나만의 곤충 하나씩 정해서 곤충 박사 되어 조사, 탐구
활동
◦봄, 여름, 놀이 활동
- 봄 : 술래잡기, 콩주머니 던져서 바구니에 넣기, 달팽이 놀이, 8자 놀이, 땅따
먹기, 얼음 땡, 꼬리잡기 놀이, 비눗방울 놀이
- 여름 : 비석 치기, 다람쥐 놀이, 물총 싸움, 모래성 쌓기, 거미줄 놀이, 개구리
전화 게임

프로젝트
돌아보기

- 학교 주변이나 운동장, 체육관 등 공간 활용
◦강의식 설명보다는 시각, 촉각 활동으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발문과 활동을 기획
◦4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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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3월, 가족: 4월이나 7월에 재배치, 5월: 가족
◦소주제를 선택하여 10~20차시로 진행: 봄 날씨 알아보기, 텃밭 가꾸기, 곤충 탐
험, 봄나들이 프로젝트
5.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봉곡마을 탐험대’
■ 학년 : 2학년

■ 프로젝트명 : 봉곡마을 탐험대
■ 프로젝트 주제 : 우리 마을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탐구하고 직업 체험해보
기
■ 관련 교과 : 국어, 통합, 창의적 체험 활동(진로, 봉사), 안전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학생들이 ‘집’이라는 개인 공간에서 ‘마을’이라는 공동의 공간으로 범위를
프로젝트 확대하면서 경험의 깊이와 사고의 폭 넓히고, 마을의 미래 모습 상상하며 살고
준비하기 싶은 마을로 만들기, 미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체험 하도록 설계
◦기간 : 9월~10월 (총 55차시)
◦활동목표
- 봉곡동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주민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
- 봉곡동 마을 지도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
- 직업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알고 관심을 둔다.
◦탐구 질문
- 우리 마을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면서 살까요?
프로젝트

-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계하기

-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 통합 :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
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한다.
- 창의적 체험 활동(진로) :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체험해보고, 하는 일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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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 수 있다.
- 창의적 체험 활동(봉사) : 학교 및 체험 장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
- 안전 :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알고 바르게 길을 건넌다. 신호등이 없는 거리
에서 위험 요인을 알고 안전하게 보행한다.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
법을 알고 실천한다.
◦프로젝트 흐름
- 주제도입(1~5차시) :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 우리 마을 탐험을 준비해요(6∼15차시) : 마을 탐험 준비하기
- 우리 마을 탐험해요(16∼20차시) : 마을 탐험하기
- 우리 마을을 소개해요(21∼35차시) :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우리 마을 사람
들이 하는 일 소개하는 글 쓰고 발표하기
- 미래의 우리 마을 만들기(36∼45차시) :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모
습 생각해 보기,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모습 만들기
- 다양한 직업을 탐험해요(46∼55차시) : 직업 탐험 준비하기, 대구 리틀소시움
직업 체험하기, 직업 체험 후 소감 나누기
◦평가계획
- 국어 :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
다. (동료평가, 관찰평가)
- 통합 : 우리 마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바탕으로 마을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직업 탐험 후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마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할 수 있다. (자기평가-체크리스트, 포트폴
리오)
◦봉곡동의 범위 알아보기
- 길 찾기 지도 출력,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에 등하굣길에 보았던 건물을 표시
하기, 봉곡동의 범위 소개, 주변에 관한 관심 확장
◦봉곡마을 탐험대 주제망,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 소주제에 맞는 활동을 직접 생각하여 주제망 작성, 모둠별 토의와 전체 발표
시간을 통해 주제 선택
프로젝트
실행하기

◦ 인터뷰 및 마을 탐험을 준비해요
-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 사전 답사하기, 안전교육, 사전 답사 후 개인별 인터뷰
하고 싶은 사람이나 장소 정하기, 인터뷰 질문 2~3개 만들기, 봉곡동 3개의
코스 나누기, 학부모 안전도우미
◦ 우리 마을 탐험해요
- 안전도우미 학부모를 따라 우리 마을에 있는 건물, 가게 살펴보기, 다양한 직
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인터뷰하기
◦ 마을 지도를 만들어요
- 계획서 제출, 마을 지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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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소개해요
- 국어 교과 <6단원, 자세하게 소개해요> : 봉곡 신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을 소
개하기
- 우리 마을 소개 글을 작성하기
◦ 이런 마을에 살고 싶어요
- 우리 마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기,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만들기
◦ 다양한 직업을 탐험해요
- 직업체험장인 리틀소시움 방문,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일의 소중함을 느끼기,
그림과 글로 자세히 표현하기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수업에 함께 참여함.
프로젝트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
돌아보기 ◦학생들의 결과물을 복도에 전시
◦협력하는 즐거움, 자기평가, 동료평가 도입 필요성
6. 초등 저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 학년 : 2학년

■ 프로젝트명 :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 프로젝트 주제 : 세계 여러 나라의 저학년 어린이의 관점과 수준에서 알아보기
■ 관련 교과 : 통합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두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중
한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설계
◦기간 : 10월~11월 (총 55차시)
◦활동목표
-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 내가 관심 있는 나라의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
- 우리가 조사하고 활동한 내용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시한 것을 감상할

프로젝트
설계하기

수 있다.
◦탐구 질문
-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며 살까?
- 나라마다 음식, 민요, 춤, 의식, 집, 놀이 등이 다양한 까닭은 무엇일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읽기에 흥미를 느끼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
- 수학 :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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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한 자료를 기호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편
리한 점을 말할 수 있다.
- 통합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내가 알고 싶
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 공연하고 감상한다.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프로젝트 흐름
- 주제 만나기 : (1~5차시)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6~7차시) 주제망 소개하
기
- 알고 싶은 나라 : (8∼13차시) 다른 나라의 장난감 알아보기, (14∼18차시) 다
른 나라의 인사법 알아보기, (19∼24차시) 다른 나라 집 알아보기, (25∼30차
시) 다른 나라의 음식 알아보기, (31∼36차시) 다른 나라 옷 알아보기, (37∼39
차시) 다른 나라의 축제(어린이날 명절) 알아보기, (40∼45차시) 다른 나라 민
속춤 배워보기, (51∼55차시) 세계문화 박람회
◦평가계획
- 수학 : 우리 반 친구들이 가고 싶은 나라들을 조사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관찰평가, 지필평가)
- 통합 : 여러 가지 재료로 다른 나라의 음식, 장난감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음식, 놀이, 집, 의상 등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소개
할 수 있다. (자기평가-포트폴리오) 친구들과 함께 러닝 페어 공연 준비를 위
해 민속춤이나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참여한다.
◦대륙에 대해 배우기
- 오대양 6대륙 퍼즐 활동지 하기 : 대륙의 위치와 명칭 기억하기, 조합장 표지
꾸미기, 아이엠그라운드 나라 이름 말하기, 나라 국기 색칠하기
◦다른 나라의 장난감을 조사해보아요
- 장난감의 종류를 책, 태블릿PC 활용하여 조사하기, 조사하고 싶은 나라 정하
기, 러시아 마트료시카 보여주고 유래와 의미 조사하기, 장난감 질문지 만들
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겐다마와 부메랑 만들어 보아요
- 메이커 스페이스실 이용하기, 재료와 용구 사용 전 안전지도, 운동장에서 놀
기
◦다른 나라 인사말을 배워요
- 세계 여러 나라 이름과 인사말 활동지, 인사할 때 하는 동작 배우기, 다문화
송 부르기, 구미봉곡초 2-2 다문화송 영상 제작
◦다른 나라의 집을 만들어 보아요
- 집 만들기, 집 퀴즈게임 만들기
◦다른 나라의 집을 알아보아요
- 나라마다 지역별로 집의 모양과 재료가 다른지 알아보기, 주변 환경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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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집의 종류가 다양해짐
◦나도 요리사!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요
- 다른 나라 대표하는 음식 찾아보기,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음식을 조사하고
발표하기, 음식 만들기
◦ 알록달록 다른 나라 옷을 살펴보아요
- 다양한 분류법을 활용한 수업, 재분류를 이용하여 세분화하기도 함.
◦ 다른 나라 민속춤을 추고 친구들 앞에서 공연해요
- 조사한 결과와 결과물 전시하기 : 학부모, 다른 학년 관람, 골든벨 퀴즈대회,
다른 나라 민속춤과 노래 공연하기, 악기, 장난감, 의상, 음식을 코너별로 준
비하여 체험 부스 만들기
◦교사의 준비 여부에 따라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
프로젝트
돌아보기

◦교사는 수업과 평가 일체화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
◦학생들이 기록물로 자기평가와 교사평가 시행
◦학생들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게 하는 것 일차적 목표
◦자료검색방법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차적 목표

7. 초등 중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환경운동가가 되어라’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환경운동가가 되어라
■ 프로젝트 주제 : 내가 선택한 실천 중심 환경운동가가 되어 생명 존중의 의미 되살리기
■ 관련 교과 : 도덕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작은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인간도 지구의 모든 생물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의 일부임을 알게 하는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해
결 방안을 선택하는 생명 존중 활동으로 설계
◦기간 : 2017년 6월 27일~29일 (총 10차시)
◦활동목표
-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다.
- 멸종 위기 동물에 관심을 두고, 계몽운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 생명 존중의 정신을 몸과 마음으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으며 팀 프로젝트
활동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도덕 :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알고, 일상생활에서 생
명 존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108 -

- 미술 :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보호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의 종류와 멸종 위기의 원인, 보호 방법을 알 수 있다,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보호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흥미와 관심 유도하기(1차시) : <안녕 폴> 책 내용 토의하기
- 탐구 질문 제시(2차시) : 작은 생명체를 위협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무엇
을 할 수 있을까?
- 환경운동가 알아보기(3∼4차시) : 환경운동가 알아보기
- 환경운동 단체 실천계획 세우기(5∼6차시) : 우리 모둠 환경운동 방법 찾기
- 환경운동 실천하기(7∼9차시) : 우리 모둠은 과제 해결하기
- 환경운동실천 반성 및 약속하기(10차시) : 환경운동에서 반성할 부분 찾기, 생
명을 존중하기 위한 다짐
◦평가계획
- 도덕 :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서술). 생명 존중을 적극적
으로 실천할 수 있다. (수행결과물)
- 미술 : 멸종 위기 동물의 종류와 보호 방법을 안다. (서술). 멸종 위기 동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린다. (자기평가)
◦<안녕 폴> 책으로 도입
-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 전달하기
◦탐구 질문 제시
- 수행과제 제안서 : 작은 생명체를 위협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탐구 질문과 제목, 학생들의 삶과 연관 있는 수행과제와 결과물, 실천 날짜와
평가 기준 제시
◦ 환경운동가 알아보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학습, ‘조너선 리’ 환경운동가 자료 만들어 주기,
환경을 지키는 영웅들, 초록 지구를 만드는 환경 지킴이들의 이야기책 보여주
기, 미술 관련 서적 살펴보기
◦환경운동 단체 실천계획 세우기
- 어떤 환경 운동을 할 것인지 질문 만들기
◦환경운동 실천하기
- 1~3교시 : 실천 준비
- 4~5교시: 실천 실행
- 5교시: 환경운동으로 캠페인, 유치원에 가서 식물을 심는 환경운동가, 학교 뒷
산에 가서 청소하는 환경운동가,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환경 노래 동영상을
찍는 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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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 반성 및 약속하기
- 총괄평가, 자기반성의 시간 가짐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다중지능 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젝트에서 교사
프로젝트
돌아보기

의 비계는 큰 역할을 함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유 실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 장
치를 마련
◦교사의 자기성찰은 수업을 보안

8. 초등 중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금오산을 알려라’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금오산을 알려라
■ 프로젝트 주제 : 우리가 가고 싶어지고 보고 싶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거
리 소개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탐구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설계
◦기간 : 2017년 11월 10일~15일 (총 16차시)
◦활동목표
- 우리 지역을 자세히 알고,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
- 지역의 자랑거리를 조사하고, 지역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직접 금오산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동영상으로 제작
하여 알릴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지역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프로젝트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설계하기

- 사회 : 우리 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지역의 위치를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 지역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특징을
다양한 방식(예: 말하기, 쓰기, 꾸미기)으로 표현하여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지명이나 전해오는 이야기 및 지역 답사를 통해 자연적 특
징이나 당시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시각 자료(예: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흥미와 관심 유도하기: (1~2차시) 구미시 지도 경로 작성하기

- 110 -

- 탐구 질문 제시: (3차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소개할까요?-탐구 질문 제안서
- 우리 지역의 형성과 발전 파악하기: (4∼6차시) 구미시 알아보기, 다른 지역
알아보기
- 금오산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하기: (7∼8차시) 금오산 촬영 역할, 시나리오
정하기, 금오산 탐구 계획서
- 금오산 홍보 동영상 촬영하기(현장탐구학습): (9∼13차시) 금오산 자랑거리 소
개하기
- 동영상 편집 및 시청하기, 반성 및 약속하기 (14~16차시) 동영상 제작하기
◦평가계획
- 사회 :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단답형). 우리
지역의 소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수행결과물). 우리 지역의 지명을
소개할 수 있다(구슬형).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밀접한 관계를 시각 자료
로 설명할 수 있다(구슬형 및 결과물).
◦흥미와 관심 유도하기
- 구글 어스 이용, 구미 관광안내도로 수업 진행
◦탐구 질문 제시
- 프로젝트 전체적인 흐름 제시: 구미시 위치 찾기→구미의 유래→구미시와 다
른 지역의 교류→‘금오산을 알려라’의 내용으로 동영상 제작 후 유튜브와
학습 밴드 올리기
- 프로젝트 제안서 만들기: 탐구 질문, 수행과제, 결과물 발표 시기와 장소, 평
가 기준 포함
◦ 우리 지역의 형성과 발전 파악하기
첫 번째, 구미시의 위치 찾기 : 지구→구미시 이해 관련 학습지 작성, 짝 토론
(형성평가)
프로젝트

두 번째, 구미시의 유래 : 자연적 특징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우리 지역 지

실행하기

명 유래 설명하기, 부모님께 설명(형성평가)하고 평가
내용 적기
세 번째, 구미시와 다른 지역의 교류 : 조사학습지, 빈칸 채우기(형성평가)
◦금오산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하기
- 금오산 자랑거리 선정하고 조사하기, 역할 나누기와 스토리보드 만들기, 시나
리오에 맞게 연습하기
◦금오산 홍보 동영상 촬영하기
- 9명의 학부모 초청 : 안전도우미 역할 부여
◦환경운동실천 반성 및 약속하기
- 금오산을 알려라 : 모둠 소개하기→구미시 위치 찾기→구미시의 유래→구미시
와 다른 지역의 교류→금오산을 알려라
- 자기평가와 반성일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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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중심 현장체험학습 여러 가지 고민과 해결방법
프로젝트
돌아보기

- 장소 선정, 시간 관리, 학생 안전지도(학부모-지원자)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유 실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 장
치를 마련
◦교사의 도전 정신이 곧 학생이 도전할 기회

9. 초등 중 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문제를 해결하라’
■ 학년 : 3학년

■ 프로젝트명 : 문제를 해결하라
■ 프로젝트 주제 :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편
지글로 해결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학교 안에서의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문제까지
준비하기 확대해서 해결할 힘을 키워주고자 설계
◦기간 : 2017년 11월 20일~22일 (총 10차시)
◦활동목표
-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나누어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 생활 속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프로젝트
설계하기

- 국어 :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
나게 글을 쓴다.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프로젝트 흐름
- 흥미와 관심 유도하기 : (1차시) <작은 새>, <불만이 있어요> 그림책 읽고 토
의하기
- 탐구 질문 제시:(2차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탐구 질문 제
안서
- 가정에서 문제를 찾고 제안하기: (3∼4차시) 불만 리스트 작성, 편지 쓰기, 맞
춤법, 높임법 학습지, 가족에게 편지 쓰기
- 학교에서 문제 찾고 제안하기(5∼6차시) 조사 활동-학교 문제점 찾기, 교장
선생님께 편지쓰기
- 지역에서 문제 찾고 제안하기: (7∼9차시) 조사 활동, 동장과 시장님께 편지

- 112 -

쓰지
- 문제해결 반성하기: (10차시) 반성일지
◦평가계획
- 국어 :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다. (서술) 알맞은 이유를 들어 의견을
글로 쓸 수 있다. (수행결과물) 높임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지도나 인터넷
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구술)
◦흥미와 관심 유도하기
- <작은 새> 마음속의 섬세함 찾아 주기, <불만이 있어요> 자신들에게 생기는
문제를 발견하지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
의 이야기
◦탐구 질문 제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탐구 질문과 수행과제 적어주기
◦ 가정에서 문제 찾고 제안하기
- 가정에서 문제를 찾고 제안하는 글쓰기(문법적인 지식과 기능 신장의 준비 과
프로젝트
실행하기

정), 공책에 작성, 피드백을 통해 잘못된 맞춤법 바로잡기, 편지지에 편지쓰기,
가족에게 전달하고 답장받아오기
◦학교에서 문제 찾고 제안하기
-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라, 모둠 활동,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제 찾기, 맞춤법
과 글의 구조 확인, 교장 선생님께 전달, 그 자리에서 피드백
◦지역에서 문제 찾고 제안하기
- 봉곡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찾고, 문제를 발견한 것 학습지에 기
록, 동장님과 시장님께 발송, 일주일 후 연락 옴(선주원남동 주민센터)
◦문제해결 반성하기
- 자기평가와 반성일기 작성
- 나에게 있는 문제를 찾고, 나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교사 : 학기 초에 꼭 계획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충
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함

프로젝트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해서 실
돌아보기

행
◦학생들의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배움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르기

10. 초등 중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도시 정복하기’
■ 학년 : 4학년

■ 프로젝트명 : 도시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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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주제 :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 계획
세우기
■ 관련 교과 : 사회, 과학, 도덕, 국어, 미술

11. 초등 중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눈병 걱정 없는 다봉 공원 만들기’
■ 학년 : 4학년

■ 프로젝트명 : 눈병 걱정 없는 다봉공원 만들기
■ 프로젝트 주제 : 다봉공원에서 눈병이 발생한 원인과 해결할 방법 찾아보기
■ 관련 교과 : 사회, 국어, 도덕,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구상할
준비하기 수 있도록 설계
◦기간 : 9월(총 24차시)
◦활동목표
- 우리 지역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우리 힘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다봉공원에서 물놀이 후 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사회 : 우리 지역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설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지
역에서 주민 참여와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프로젝트

있다.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우수 사례를 찾아보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까

설계하기

닭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다양한 방
식(예: 글, 그림, 노래, 만화, 캐릭터) 등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국어 :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사실에 대해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글로 쓸 수 있다.
- 미술 :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방법을 알아보고 표현할 수 있다.
- 도덕 : 환경보호와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환경보호 및
녹색 성장을 위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문제 제기 : (1차시) 가봉공원에서 물놀이를 한 후 눈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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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 프로젝트를 위한 탐구 질문하기
- 해결방법탐색 : (2~11차시) 문제해결 방법 탐색하기, 조사 주제에 대해 토의하
기, 모둠별 조사 주제선정 후 조사 방법 결정하기, 조사하기, 조사 결과 정리
하기, 조사 결과발표 및 공유하기
- 해결하기 : (12~19차시) 실천하기, 캠페인 활동하기
- 내용정리 : (20~24차시) 내용 정리하기
◦평가계획
- 사회 : 다봉공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발효할 수 있다. (상호평가)
- 국어 : 구미시청에 다봉공원의 관리를 요청하는 제안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
다. (서술형 평가)
◦문제 인식
- 유행 각결막염이라는 눈병 → 다봉조합놀이터 물놀이를 함 → 2학기 사회 교
과 <3단원. 지역의 문제해결> 과 연계
◦해결방법 탐색
- 함께 찾은 원인을 모둠의 조사 주제로 선정하고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생각해 보기
- 모둠에서 정한 탐구 주제 조사하기
다봉공원 이용자들이 지키지 않은 규칙→설문조사 시행→청소하는 아저씨와
프로젝트

인터뷰하기→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수

실행하기

질 오염과 관련 있음
- 우리의 가설 확인해가기
- 조사한 내용 분석하고 발표하기 : 시설 문제, 이용자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 해결하기 : 시청에 제안하는 글을 쓰자!
- 캠페인 계획하기 : 포스터, 현수막, 피켓, 손 씻는 방법
- 등굣길 캠페인 하는 날! : 포스터 벽면 전시
◦내용정리
- 디 브리핑 : 프로젝트 활동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배움을 재구성할 수 있음.

프로젝트
돌아보기

◦다봉공원이라는 소재만 바꾸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운영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촌락과 비교해보면 배우고, 도시의
모습, 시설,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이 도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문제

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설계
프로젝트 ◦기간 : 5월(총 42차시)
설계하기 ◦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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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시가 위치하는 곳의 특징을 알고 구미시의 변천
모습을 탐구할 수 있다.
- 지진이 났을 때의 올바른 대피 방법에 대해 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다.
- 이웃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예절을 찾아 구체적
으로 실천할 수 있다.
-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
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신도시의 개발 사례를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신도시 계획하여 만들 수 있다.
◦탐구 질문
- 도시는 어떤 곳에 있나요?
-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사회 :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지역 도시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를 지형
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지도나 인터넷)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 분포를 살펴보고, 도시의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신도시가 개발된 이유와 문제점을 설
명할 수 있다. 도시 문제(주택, 환경, 교통 문제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해
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과학 : 화산활동 모형을 만들고, 화산이 분출할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을 설명할 수 있다. 화성암의 정의를 알고, 그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산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진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진이 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화산과 지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도덕 : 이웃 간 예절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이웃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예절을 찾아 구체적
으로 실천할 수 있다.
- 국어 :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야기
를 읽고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미술 : 자신과 주변 환경의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시각문화를 이해한다. 지역
의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등에서 전통 미술 문화를 찾아본다.
◦프로젝트 흐름
- 주제도입 : (1~2차시)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주제망 그리기
- 도시는 어떤 곳일까 : (3~4차시) 도시의 생활 모습(인구, 산업, 시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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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차시) 경상북도의 인구분포 특징 이해하기, 여러 가지 지도를 이용해 도
시가 만들어진 조건 이해하기, (8차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 의미 이해하기, (9~11차시) 구미시의 형성과 발달 과정 살펴보기, 구미
시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신문 만들기
- 도시를 지키는 재난 안전 상식 : (12∼13차시) 화산과 지진에 관해 이야기 나
누기, 세계 여러 곳의 화산 관찰하기,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 알아보
기, (14~24차시) 화산활동 모형 만들기, 현무암과 화강암 관찰하기, 화산과 우
리 생활과의 관계 알아보기, 최근 발생한 지진 조사하기, 지진의 발생 원인
알아보기, 지진의 피해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 행복한 이웃 따뜻한 도시 : (25~26차시) 도시화로 인해 약해진 이웃의 소중함
을 되살리고 진정한 이웃의 의미 이해하기, (27~30차시) 도시화로 인해 약해
진 이웃의 소중함을 되살리고 진정한 이웃의 의미 이해하기, 화목한 이웃 생
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갖기,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익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 도시 문제를 정복하자 : (31∼33차시) 도시 문제의 종류와 원인 파악하기, 도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 우리가 꿈꾸는 도시 : (34∼37차시) 내가 살고 싶은 신도시 만들어 보기
- 도시 탐방하기 : (38~42차시) 현장체험학습(대구광역시 탐방-국립박물관, 스포
츠기념관)
◦평가계획
- 과학 : 지진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진이 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
고 정지상태로 만들 수 있다. (실기평가)
- 도덕 :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익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태
도를 보일 수 있다. (자기평가)
- 사회 : 신도시 개발의 사례를 이해하고, 내가 살고 싶은 신도시 건설하기 위
해 계획하고 발표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 미술 : 계획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신도시를 창의적으로 건
설할 수 있다. (상호평가)
◦사전 앎 조사
-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분류하기, 대략적 마인드맵
작성
프로젝트
실행하기

◦도시는 어떤 곳일까?
- ‘어떤 산업이 더 발달하였나’를 수학 시간 막대그래프로 이용함
- 시와 군을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 인구 스티커를 붙여 그림그래프 완성
- 구미시는 광역시가 될 수 있을까? : 구미시의 변화 과정 이야기 나누기
◦도시를 지키는 재난 안전 상식
- 화산을 알아보자 : 만약 금오산이 활화산이라면 어떨까? 화산이 폭발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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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 화산활동 실험
- 지진 대피 요령 정지 상태를 만들자 : 어떤 대피 방법을 만들기 선택, 화면
구성 계획 세우기, 4컷 만화 형식을 표현
◦행복한 이웃 깨끗한 도시
- <오베라는 남자> 영화 보기, ‘오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변화하
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이웃과 잘 지내는 방법 알기
◦도시 문제를 정복하라!
- 환경 문제, 교통 문제
-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 설문지에 나왔던 문제점을 정리 해결
책 모둠끼리 마련
◦우리가 꿈꾸는 도시
-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고, 신도시를 직접 계획하여 만들기
- 아이들이 꿈꾸는 신도시: 학생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 스
스로 계획하고 실행함
◦도시 탐방하기
- 사전 활동지 배부, 임무 실행
프로젝트 ◦아이들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프로젝트 마지막에는 반드
돌아보기

시 교사가 전체 내용을 디 브리핑(보고받는 일)해야 함.

12. 초등 중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라면 완전 정복’
■ 학년 : 4학년

■ 프로젝트명 : 라면 완전 정복
■ 프로젝트 주제 : 새로운 라면을 출시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 유통 과정, 합리적인 소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관련 교과 : 사회, 국어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물건을 소비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기간 : 12월(총 27차시)
◦활동목표

프로젝트
설계하기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한다.
- 라면 생산 활동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합리적으로 물건을 선택
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라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라면을 선택하여 사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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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사회 : 경제활동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예: 비
용, 만족감, 사회적 영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생산 활동의 종류를 조사하
고, 각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소비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생산이 이뤄지는 과
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국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문학 작
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프로젝트 흐름
- 문제 제기 : (1차시) 물건(라면) 사보았던 경험 나누기
- 라면을 어떻게 만들까? : (2~7차시) 라면 생산 활동 직접 체험하기
- 내가 선택한 라면은? : (8-11차시) 라면을 기준에 따라 선택하기
- 3분만 기다려! : (12-16차시) 우리가 만든 라면과 시중에 파는 라면 비교하기,
라면 파티 열기
- 내가 먹어본 라면은? : (17~24차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
하는 방법 알기, 컴퓨터 편집 기능 알아보기, 만화 <검정 고무신>의 ‘꼬부랑
트위스트’ 편을 보고 다양한 느낌 표현하기
- 내용정리 : (25~27차시) 프로젝트 내용 정리하기,
◦평가계획
- 사회 :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 국어 :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실기평가)
◦라면을 어떻게 만들까?
- 설문 조사하기 : 소비자의 기호 조사를 위함,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 면의 굵기 등
- 신제품 라면 개발하기: 라면 면발의 굵기, 맛, 재료 선정, 포장지 디자인, 홍보
방법
프로젝트
실행하기

- 새로운 라면의 이름, 맛, 특징, 면발의 굵기, 홍보 방법이 담긴 조사보고서 모
둠원에게 발표→의논하여, 라면 1개 선택→모둠이 선택한 라면 개발
◦내가 선택한 라면은?
- 사전 평가지와 평가 기준 마련, 상호평가, 개인평가 후 우리 반 최고의 라면
선택, 4학년 최고의 라면 선택
◦ 3분만 기다려!
- 기존 라면에 대한 선호도 조사→조사한 내용 분석 및 새로운 라면 개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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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상하기→실제로 라면 봉지 디자인하기→만든 라면 홍보하기
- 생산의 종류 알아보기: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경험
◦내가 먹어본 라면은?
- <라면 맛있게 먹는 법> 권오삼 시인의 시를 컴퓨터로 작성, 라면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라면을 먹은 후 느낀 점, 만화 <검정 고무신> ‘꼬부랑 트위스
트’ 편을 보고 느낀 점 중 한 가지 택해서 문서 작성, 서로의 작품을 감상
◦내용정리
- 자원의 희소성 알게 됨

프로젝트
돌아보기

- 교사의 브리핑으로 개념을 체계화하여 정리
◦새로운 라면 만들어 먹어보는 활동과 라면을 주제로 한 컴퓨터 글쓰기가 조금
이원화되어 프로젝트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프로젝트를 수정하면서 진행하면 효과적임

13.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스타트 업 시장경제 체험’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스타트 업 시장경제 체험
■ 프로젝트 주제 :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 업 기업을 설립하고, 정부, 기업가,
근로자 역할을 맡아 시장경제 체험하기
■ 관련 교과 : 사회, 미술, 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학생들이 기업을 설립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
◦기간 : 6월 (총38차시)
◦활동목표
-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생기업 기업을 설립하고, 학생들이 정부, 기업가,
근로자 역할을 맡아 시장경제 체험을 할 수 있다.
- 화폐박물관 견학으로 화폐의 가치를 이해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시장경
제 체험에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탐구 질문
설계하기

- 우리 경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 시장경제에서 정부, 기업가, 근로자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까?
-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사회
• 우리 경제의 특징을 경제활동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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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 경제 정보가 담긴 자료(예: 통계, 사진, 각종 지표 등)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가, 근로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 : 다양한 표현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실과 :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물건을 구상하고, 목재, 플라
스틱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창의적 체험 활동 : 현장체험학습(화폐박물관)으로 화폐의 의미를 알고 새로
운 화폐를 디자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화폐 만들기(1~8차시) : 화폐박물관 현장체험학습, 화폐 만들기, 화폐 공모전
열기
- 신생기업 기업 만들기(9∼14차시) : 지금은 지식 창업자 시대, 스타트 업 기업
설립
- 경제활동 역할 정하기(15∼20차시) : 경제활동 역할 선정
- 시장경제 체험하기(21∼34차시) : 시장경제 체험하기
- 바자회 열기(35∼38차시) : 바자회 열기, 활동 결과 돌아보고 생각 나누기
◦평가계획
- 사회 : 우리 경제의 특징을 경제활동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가, 근로자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 실과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관찰평가)
◦화폐박물관 현장체험학습
- 우리나라의 화폐는 물론 세계의 다양한 화폐를 만남
- 화폐의 변천 과정, 화폐의 필요성,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기능, 상품 교환 기
능, 재산 축적 기능을 찾아봄,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충분한 대화거리를
만들어 줌
◦화폐 만들기 : 화폐를 만들 때 고려할 점 토의, 새로운 단위로 화폐 만들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화폐 공모전 열기 : 모둠별로 제작한 화폐 중 반을 대표하는 화폐를 결정
◦지금은 지식 창업자 시대 : 스타트 업에 대한 질문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며 강
한 동기유발
◦스타트 업의 기업 설립 :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업가 선정
◦기업가 사업 설명회 및 크라우드 펀딩: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운영, 투
자 유치
◦기업별 근로자 채용: 면접으로 근로자 선정, 정부(교사)는 은행원 선발
◦상품 제작 및 홍보하기
◦시장경제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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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실패 요인 분석
◦시장경제 속 자유와 경쟁의 의미 찾기
◦바자회 열기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활동이 운영
프로젝트
돌아보기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옴
◦교과서의 틀을 깨고 핵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수업을 구성하고 실
천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14.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한글아, 놀자!’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한글아, 놀자!
■ 프로젝트 주제 : <초정리 편지>를 읽고 한글 사랑 축제 열기,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올바른 언어 생활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사회, 미술
프로젝트
절차
프로젝트
준비하기

핵심내용
학생들에게 한글의 소중함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기간 : 9월 (총 30차시)
◦활동목표
- <초정리 편지>를 읽고 한글의 필요성과 한글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인다.
- 한글 사랑 축제를 열어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한다
◦탐구 질문
-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
-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프로젝트
설계하기

-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 사회 :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은 세종대에 이루어진 대외 관계와 문화,
과학 분야의 여러 성과를 탐구한다.
- 미술 : 시각문화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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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흐름
- <초정리 편지> 함께 읽기(1~15차시): 작품 속 인물 탐구하기, 작품 내용을 바
탕으로 독서 골든벨 준비하기
-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알아보기(16∼19차시): <KBS 천상의 컬렉션>‘훈민정음
해례본’편 살펴보기, <훈민정음>에 드러난 한글의 구성 원리 이해하기, 한글
날의 의미 이해하기
- 새로운 언어 만들어 편지 교환하기(20~23차시): 新 언어 창작 활동
- 한글 사랑 축제 열기(24∼30차시): 한글 디자인 티셔츠 만들기, 한글 사랑 축
제
◦평가계획
- 국어 :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한글의 필요성을 까닭을 들어
말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서술평가)
- 사회 :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서술
평가)
- 미술 : 한글을 주제로 디자인한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 (관찰평가)
◦<초정리 편지> 함께 읽기 : 챕터 단위로 글을 읽은 후 질문을 만들고 토의, 토
론을 통해 생각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
◦즉흥극‘한글 사용 찬반 토론’: 한글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을 가지고 즉흥극
시연
프로젝트
실행하기

◦새로운 언어 만들어 편지 교환하기 : <KBS 천상의 컬렉션>‘훈민정음 해례
본’편과 훈민정음 창제 원리 소개 영상 살펴보기, <초정리 편지>에 나오는 편
지를 각 반에서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여 교환
◦한글 사랑 티셔츠 만들기 : 염색 색종이와 흰 티셔츠 활용
◦한글 사랑 축제 열기 : 독서 골든벨,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한글 축제로 한글
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 춤, 노래 등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 한글 퀴즈

프로젝트
돌아보기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즐겁게 지냄
◦학생들이 주도하여 한글 사랑 축제를 열고 다양한 형태로 학습 과제를 표현
◦한글날을 전후하여 계기 교육, 행사 활동, 부스체험 형태로 운영

15.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살아 있는 한국사 박물관 만들기’
■ 학년 : 5학년

■ 프로젝트명 : 살아 있는 한국사 박물관 만들기
■ 프로젝트 주제 : 교실과 복도를 박물관으로 꾸미고, 유물, 유적 모형과 오디오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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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운영하기
■ 관련 교과 : 국어, 사회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유물과 유적 모형을 전시하고 학생들끼리 충분한 이야기를
준비하기 나누기
◦기간 : 7월 (총54차시)
◦활동목표
- 교실과 복도를 한국사 박물관으로 꾸미고, 유물과 유적 모형과 오디오 가이드
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대별 주요 사건과 인물, 유물과 유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삶과 연결 짓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모색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역사란 무엇이며 왜 배우는가?
- 유물과 유적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가?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사회
•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을 통해 파악한다.
•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알고, 고조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임을 이해한
프로젝트
설계하기

다.
• 역사지도와 인물 이야기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파악한다.
•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대조영 등을 중심으로 삼국의 통
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을 이해한다.
• 유물과 유적을 통해 삼국, 통일 신라와 발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 고려의 성립 과정을 견훤, 궁예, 왕건 등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다.
• 외적의 침략과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조사한다.
•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역 및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
다.
• 금속활자, 청자, 팔만대장경, 불교 미술 등을 통해 고려 시기의 과학과 생활,
문화를 파악한다.
• 조선의 건국 과정을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 세종대에 이루어진 대외 관계와 문화, 과학 분야의 여러 성과를 탐구한다.
• 유교적 신분 질서 아래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 이순신과 남한산성 등 대표적인 인물과 유적을 통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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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과정을 조사한다.
- 국어 :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
- 창의적 체험 활동
• 교실을 역사박물관으로 꾸미고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장체험학습으로 부여박물관과 백제문화 단지를 살펴본다.
◦프로젝트 흐름
- 우리 역사와 시작과 발전(국립부여 박물관 및 백제문화 단지 현장체험학습),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시대별 유형 유적
모형, 인물 탐구 조사 결과물(1-42차시)
- 살아 있는 한국사 박물관 만들기(43-54차시): 학반 교실과 복도를 활용한 전
시관 준비하기, 박물관 큐레이터, 전문 안내원 선정, 유물 및 유적 만들고 전
시하기, 오디오 가이드 녹음하고 팟 캐스트에 올리기, 한국사 박물관 열기
◦평가계획
- 사회 : 유물, 유적 모형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
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유물 모형과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
다. (서술형 평가, 관찰평가)
- 국어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 단지를 다녀와서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도
록 기행문을 쓸 수 있다. (서술형 평가)
◦역사 공부의 소중함과 유물과 유적의 의미를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함. (역사카
드 활용 수업)
◦활동이 중심이 되는 역사 수업
◦국립부여박물관과 백제문화 단지 견학
◦살아 있는 한국사 박물관 만들기: 학년 내에서 선사 시대관, 고구려∙백제관, 신
라∙발해관, 고려관으로 운영
프로젝트 ◦전시관 준비하기: 20-25 작품 확보, 3-5 회화작품 확보
실행하기 ◦큐레이터와 전문 안내원 선정 : 관별로 4명씩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 전문
안내원은 관별로 4명을 뽑아 10분당 1명씩 전시관 설명, 친구들에게 관람예절
과 주의사항 안내
◦유물, 유적 만들고 전시하기 : 찰흙과 지점토 활용, 소포용 전지 등 이용, 개인
준비하여 만들기
◦오디오 가이드 녹음하고 팟 캐스트에 올리기
◦한국사 박물관 열기: 포스트잇에 관람 소감을 적어 유물 옆에 붙여놓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유물을 전시하고 박물관을 꾸며보니 유물의 소중함을 느
프로젝트
낄 수 있었음.
돌아보기 ◦학교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도한 힘든 도전이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유물을 살펴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낌
16.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배움의 공간’
■ 학년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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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명 : 배움의 공간
■ 프로젝트 주제 : 학생이 주인이 되는 공간 만들기
■ 관련 교과 : 국어, 미술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교에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학생들이 어떤 공
준비하기 간을 원하는가?
◦기간 : 2016.11.~2017.4 (총 27차시)
◦활동목표
- 학생들을 관찰하여 공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공간과 도구로 연결할 수
있다.
- 요구사항에 맞도록 실제 공간과 도구를 창의적으로 연결해 구체물로 표현하
여 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 학생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 공간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면담의 방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면담한다.
프로젝트

•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설계하기

• 토론의 절차의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 미술 : 다양한 표현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프로젝트 흐름
- 사전 준비(3차시) : 팀구성, 디자인씽킹, 사용자 중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해결책 제안하기
- 이해하기(4주, 쉬는 시간) : ‘관찰하기’를 이해하고 방법 배우기, 기록하고
정리하기
- 상상하기(12차시, 1박 2일) :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색다른 공간과 도구의
아이디어 얻고 정리하기
- 만들기(12차시, 1박 2일)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프로토
타입 만들기
- 완성하기 : 실제 공간 바꾸기, 공간의 변화 전, 후 사용자 데이터 분석하기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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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 활동 참여 후 자기 생각을 쓰기 과정에 따라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
다, 사용자를 관찰한 기록을 보며 팀원들과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완성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논술, 토의, 발표)
- 실과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펀쿨을 후원해주는 ‘C Program’이라는 단체와의 협업
◦사전 준비
- 학교장의 허가 및 학부모님의 동의 받기, 진행할 학생팀(4인) 구성하기, 담당
교사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기
- 디자인씽킹 문제해결 방법 이해하기 : 학교 급식 시간에 식사 후 버려지는 음
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무지개 식판 프로젝트 영상 관람
- 사용자 중심으로 해결방법 찾기 :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 포스트잇에 적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논의
-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해결책 제안하기
◦이해하기
-‘관찰하기’를 이해하고 방법 배우기 : 사물이 아닌 사람 관찰하기, 내 생각
프로젝트
실행하기

과 유추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만 관찰하기, 의미 있는 사실을 관찰하기
- 공간 속 사용자를 관찰, 기록하고 정리하기
◦상상하기
- 관찰한 기록으로 인사이트(어떤 행동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게 되는 깊숙한
심리적인 근원을 파악하는 것) 찾기 : 정적인 활동을 원하는 학생과 동적인
활동을 원하는 학생이 공존하며,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간섭받지 않는 소집단
간의 의사소통 장소가 필요함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색다른 공간과 도구의 아이디어 얻고 정리하기: 이
태원, 이케아 등
◦만들기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기:
◦완성하기 : 실제 공간 바꾸기(공간에 대한 인식과 사용 형태의 변화를 최종적
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
◦관찰 능력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로

프로젝트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돌아보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
◦계획과 달리 다양한 상황 발생, 시간을 여유롭게 하여야 함
17.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폴이 위험해’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폴이 위험해

- 127 -

■ 프로젝트 주제 : 그림책으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
결법 찾기
■ 관련 교과 : 국어, 실과,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노벨엔지니어링 수업을 통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
준비하기 험해보기
◦기간 : 12월 둘째 주(총 14차시)
◦활동목표
- 사건의 흐름 속에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 해결책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남극에 사는 펭귄‘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 쓴다.
•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의 관계를 파악한다.
프로젝트
설계하기

•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 작품 일부를 바꾸어 쓰거나 다른 갈래로 바꾸어 쓴다.
- 실과
•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물건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목재,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만
들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사례를 들어 간단한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간단한 로봇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책 읽기(1-3차시) : 인물의 말과 행동을 찾아 성격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사건 정리하기
- 문제 인식(4-5차시) : 문제 상황을 모으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 해결책 제시(6-8차시) :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 발표하기(9차시) : 만들어진 해결책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기
- 피드백(10차시)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의견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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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작업(11-12차시) :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 이야기재구성(13-14) : 해결책을 적용하여 주제에 맞게 이야기 바꾸어 쓰기
- 자기평가 : 자기평가 문항에 답하며 스스로 평가해보기
◦평가계획
- 국어(포트폴리오, 토의, 발표, 서술)
• 그림책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배경에 따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3단계 질문 만들기를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
하고,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모둠끼리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완성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 중 일부를 바꾸어 쓰고, 자신이 쓴 글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 쓸 수 있다.
- 실과 : 문제 해결책으로 골판지와 교구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피
드백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실험, 실습)
◦그림책 속 재미있는 장면 찾아 발표하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찾아 성격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사건 정리하
기
◦문제 인식
- 문제 상황 파악하기: 3단계 질문 만들기
- 문제 상황을 함께 모으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 모둠별로 다른 문제 상황 선택하기
프로젝트 ◦발표하기 : ‘레고위두2.0’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 발표
실행하기 ◦피드백 : 학생들은 설명을 들으며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표
자에게 질문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음
◦개선작업 : 수정하여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듦
◦이야기재구성 :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모둠별로 제시한 해결책들을 사용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상
- 인물의 말과 행동이 잘 드러나게 고쳐 쓰기
◦자기평가 : 학생들 스스로 얼마나 배웠고 성장했는지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자
기평가를 진행
◦운영 시간의 부족 : 수정단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 성장
프로젝트 ◦교구의 부족 : 골판지, 종이, 풀, 가위 등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가능
돌아보기 ◦이야기 재구성의 어려움 : 작가가 설정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다른 문제
상황을 고민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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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초등 고학년 프로젝트 수업사례, ‘너희가 6학년을 아느냐?’
■ 학년 : 6학년

■ 프로젝트명 : 너희가 6학년을 아느냐?
■ 프로젝트 주제 : 6학년의 삶을 다루는 기사를 찾아 스스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함께 읽어본다.
■ 관련 교과 : 국어, 수학
프로젝트

핵심내용
절차
프로젝트 내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준비하기 지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갖기
◦기간 : 12월 3~4주 (총 12차시)
◦활동목표
-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 기사문을 찾아서 분석할 수 있다.
- 기사문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결점을 찾아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근거를 찾아 기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탐구 질문
-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관련된 기사문이 있을까?
- 6학년 학생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 6학년 학생들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서 알릴 수 있을까?
◦관련 교과 및 성취기준
- 국어
•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프로젝트

•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설계하기

•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다.
- 수학
• 주어진 자료를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비율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흐름
- 작성할 기사문 주제 찾기(1-3차시) : 6학년 학생의 삶과 연결된 기사문 찾기,
기사문 분석 후 설문 주제 및 항목 만들기
- 설문조사(4-5차시) : 설문지 수정하여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하기, 질문 만들
며 생각해 보기
- 자료 분석하기(6-7차시) : 원그래프로 나타내고 결과 보며 해석하기
- 기사문 쓰기(8차시) : 주제에 맞게 기사문 쓰고 고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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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문 살펴보기(9-10차시) : 기사문을 사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기
- 공유하기(11-12차시) : 복도에 게시하고 댓글 받기, 소셜네트워크에 기사문 올
려 공유하기
- 자기평가 : 스스로 평가하기
◦평가계획
- 사회(서술형 평가, 논술, 발표)
• 기사문을 육하원칙에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기사문 형식으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쓸 수
있다.
• 통계 자료와 기사문을 매체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 수학 : 조사한 자료를 원그래프 나타낼 수 있다, 비율 그래프를 해석하고 설

프로젝트
실행하기

프로젝트
돌아보기

명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서술형 평가)
◦기사문 주제 찾기 : 6학년의 삶과 연관된 기사문 읽기
- 기사문 분석 후, 설문 주제 및 항목 만들기 : 기사문 정리하여 발표, 4인 1팀
으로 프로젝트 준비
- 설문조사 : 항목 작성 후 연결되는지와 주제를 전달할 때 유의미한지 점검
- 설문지로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하기 : 계산을 위해 50명으로, 화장은 6학년
여자만으로 대상으로 함
- 질문 만들며 생각해 보기 : 결과를 보며 질문을 만들기, 쉬어가는 활동
◦자료 분석하기
- 원그래프 결과를 보며 해석하기 : 해석하여 포스트잇에 붙이기, 자기 생각을
한 가지씩 적어보기
◦기사문 쓰기 : 시작 부분에 분석한 통계 자료 활용
- 필요한 자료 검색하여 근거 제시하기 : 질문을 하며 생긴 궁금증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기사문에 인용
- 기사문 고쳐 쓰기
◦기사문 살펴보기
◦공유하기 : 학교 복도에 그동안의 자료 모두 게시, 댓글 받기
- 소셜네트워크에 기사문 올려 공유하기: 담임교사의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반응
을 살핌, 댓글은 밴드에서 공유
◦자기평가 : 학생들이 스스로가 기사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자의 관점과 의도
를 파악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힘. 자료를 찾아 근거를 밝히는 것도 어
려워함.
◦기사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다양한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
치기보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음
◦벽에 게시된 글을 다른 학생들이 많이 읽지는 않음
◦댓글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선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너무 불안해하
지 말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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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월

프로젝트 수업 학년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계획

1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주

교과
수학

국어
1. 바른 자세로 읽고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

쓰기
-바르게 듣고 읽는 자

4.20
4

~

5

4.26

세 익히기(1)
-소리 내어 낱말 따라

4

수학은 내 친구(1)

3

봄 1.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면(3)

1. 나는 안전 으뜸이
1

-실내에서 안전하게

10

생활해요

읽기(2)

자율-입학식(1)
입학초기적응활동(9)

-바르게 듣고 읽는 자
세 익히기(2)
1. 바른 자세로 읽고
4.27
~

1. 9까지의 수

쓰기
3

5.3

-낱말 따라 쓰기(1)

-몇일까요
3

-선생님과 친구의 이

-수를 써 볼까요?

2

-몇일까요

름 쓰기(2)

봄 1. 학교에 가면
-우리들은 1학년(2)

0

6

자율-입학초기적응활
동(6)

-수를 써 볼까요?
1. 9까지의 수
-몇째일까요?

2. 재미있게 ㄱ ㄴ ㄷ
5.4
~

-수의 순서를 알아볼

-자음자의 모양과 이
4

5.10

름을 알기(2)

까요?
3

-자음자의 소리 알기

봄 1. 학교에 가면

-1만큼 더 큰 수와 1 3
만큼 더 작은 수는

(2)

-학교 가는 길(2)

1. 나는 안전 으뜸이
1

-운동장에서(1)

-특별실을 안전하게

8

이용해요

자율-입학초기적응활
동(8)

무엇일까요?
-어느 수가 더 클까
요?
봄 1. 학교에 가면

-자음자 쓰기(2)

-운동장에서(1)

-자음자 놀이하기(1)

5.11
~

2. 재미있게 ㄱ ㄴ ㄷ

7

5.17

3. 다 함께 아야어여
-모음자 모양과 이름

1. 9까지의 수
2

알기(2)

5

-놀이 수학

8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런 교실도 있어요

1. 나는 안전 으뜸이

자율-입학초기적응활

(2)

-학용품과 도구를 어

동(5)

-친구야 안녕(1)

1

-약속을 해요(1)

-모음자 찾기(1)

-약속을 해요(2)

-모음자 읽기(1)

-친해지고 싶어요(1)
봄 1. 학교에 가면

떻게 사용해야 할까

6

요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1)

-친해지고 싶어요(1)
-어깨동무해요(1)
-우리 교시를 꾸며요

5.18
~

5

5.24

3. 다 함께 아야어여

1. 9까지의 수

-모음자 읽기(1)

-탐구수학

-모음자 놀이하기(1)
4. 글자를 만들어요.

2

-글자에서 자음자와

12

2. 여러 가지 모양
-단원도입(여러

모음자 찾기(2)

(2)

자율-입학초기적응활

-‘학교에 가면’ 안

가지

녕(2)
봄 2. 도란도란 봄동

1. 나는 안전 으뜸이
1

-학용품과 도구를 안 4
전하게 사용해요

산

모양을 찾아볼까요)

동(1)
학년특색활동(1)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2)

-도란도란 봄동산(3)
-수업만들기(1)
-봄이 왔어요(1)
-봄 친구들을 만나요
(1)

2. 여러 가지 모양

4. 글자를 만들어요
5.25
~
5.31

-여러 가지 모양을 알

-글자에서 모음자 있
5

는 곳 알기(1)
-글자의 짜임 알기(2)
-글자를 읽고 쓰기(2)

봄 2. 도란도란 봄동

3

아볼까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
들어 볼까요
-놀이 수학

산
12

-봄 친구들을 만나요
(1)
-봄아! 반가워(2)
-봄을 따라 해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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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안전 으뜸이
1

-운동장과

놀이터에

서 안전하게 놀아요
(1)

자율-학년특색활동(2)
3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1)

-봄 동산에 사는 친
구들(2)
-생명은 소중해요(2)
-씨앗을 심어요(2)
-수업 만들기(1)
봄 2. 도란도란 봄동

4. 글자를 만들어요

산

-여러 가지 모음자 알

-새싹과 친구가 되어

기(1)

2. 여러 가지 모양

-이야기를 듣고 낱말
6.1
~

읽기(2)
5

6.7

3
5. 다정하게 인사해요
-인사한 경험 떠올려
말하기(1)

(2)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싹이 자라요(2)

-탐구 수학

-새싹과 꽃(2)

12

-우리가 도와줄게(2)

3. 덧셈과 뺄셈

-나무야,사랑해(2)

-단원 도입

-조물조물 봄과 놀기

1. 나는 안전 으뜸이
1

-운동장과

놀이터에

서 안전하게 놀아요

자율-학년특색활동(2)
3

(2)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1)

(2)

-인사할 때 마음가짐

-수업 만들기(1)

알기(1)

-약속해요(1)
봄 2. 도란도란 봄동
산
-약속해요(1)
-봄놀이 가요(2)

5. 다정하게 인사해요

-봄놀이

-알맞은 인사말 알기
(2)

6.8
~

5

6.14

-바르게 인사하기(2)

-모의기와
3

가르기를

해볼까요(1)
-모으기와

가르기를

-도란도란 봄동산 안
12

해볼까요(2)

6. 받침이 있는 글자

녕(2)

1

1. 나는 안전 으뜸이

자율-만남의 날(2)

-야외 체험학습을 안 3

동아리활동-친구들과

전하게 다녀와요

여름 1. 우리는 가족

함께 하는 놀이(1)

입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글자를 정확하게 써

다녀왔어요

(2)

3. 덧셈과 뺄셈

-우리는

야 하는 까닭 알기(1)

가족입니다

(3)
-수업 만들기(1)
-가족 사진을 살펴봐

6

요(1)
여름 1. 우리는 가족
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가족

6.15
~

6. 받침이 있는 글자

사진(2)

-받침이 있는 글자의

-가족 사진 어때요(2)

3. 덧셈과 밸셈

짜임 알기(2)
5

6.21

-받침이 있는 글자 읽 2
기(2)

-더하기는 어떻게 나
타낼까요

12

1. 나는 안전 으뜸이

자율-학년특색활동(2)

-가족

-실내 체험학습을 안 4

동아리활동-친구들과

말판

놀이를 1

소개

카드를

해요(1)

-덧셈을 해 볼까요(1)

-받침이 있는 글자 쓰

-누구랑 찍었나요(2)

-가족

전하게 다녀와요

함께 하는 놀이(2)

만들어요(2)

기(1)

-가족과 함게 달려요
(1)
-가족을 그렸어요(2)
여름 1. 우리는 가족
입니다.

6. 받침이 있는 글자

-우리 집은 웃음바다

-받침이 있는 글자 쓰

3. 덧셈과 뺄셈

기(1)
6.22
~

-받침이 있는 글자로
5

놀이하기(2)

6.28
7. 생각을 나타내요
-문장에 어울리는 낱
말 넣기(2)

(2)

-덧셈을 해볼까요(2)
4

-놀이수학
-빼기는 어떻게 나타
낼까요
-뺄셈을 해 볼까요(1)

-수업 만들기(1)
11

-이런 일이 떠올라요
(2)
-함께 해서 좋아요(2)
-가족과 함께 놀아요
(1)
-예절을 지켜요(2)
-실천해 봐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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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나는 안전 으뜸이

자율-학년특색활동(2)

-시설물,안전이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해요

중요 3

함께 하는 놀이(1)

여름 1. 우리는 가족
입니다.

3. 덧셈과 밸셈
7. 생각을 나타내요
6.29
~

-그림을 보고 문장 만
5

7.5

들기(2)

-수업만들기(1)

-뺄셈을 해 볼까요(2)
-0을
4

-문장으로 말하기(2)

더하거나

빼면

어떨게 될까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
9

-덧셈과 뺄셈을 해 볼

-‘우리는

7. 생각을 나타내요

8. 소리 내어 또박또박

(2)
1

3. 덧셈과 뺄셈

12

-탐구 수학

-신호등과 교통 표지

자율-학년특색활동(2)
3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1)

판을 알아보아요

이(1)
-더위를 날려요(2)
여름 2. 여름 나라

8. 소리 내어 또박또박

-우리 함께 해 봐요

읽어요

(2)

-문장 부호에 맞게 띄

자율-만남의 날(2)

-여름날도 더운 날(2)

어 읽는 방법 알기(1)

12

-문장 부호에 맞게 띄 0
어 읽기(2)

7.19

전

-해 마을에 이런 일

-문장 부호 알기(2)

7

-해야 해야 나오너라 1
-햇볕은 쨍쨍(2)

알기(2)

~

2. 우리 모두 교통 안

(1)

-띄어 읽으면 좋은 점

7.13

함께 하는 놀이(3)

가족입니

-수업 만들기(1)

읽어요

7

용해요

-여름 나라로 떠나요

기(2)

7.12

동아리활동-친구들과

-여름 나라(3)

-문장을 소리 내어 읽

7

자율-학년특색활동(2)

-시설물을 이렇게 이 5

다’ 안녕(2)
여름 2. 여름 나라

-문장을 쓰고 읽기(1)

~

1. 나는 안전 으뜸이

-사이좋게 불러요(2)

-얼마나 알고 있나요

7.6

1

-마음을 표현해요(2)

까요

-문장을 쓰고 읽기(1)

요(2)

-수업 만들기(1)
-비가 온다 뚝뚝(2)

진로-자신의
0

5

동아리활동-친구들과

-태풍을 피해요(2)

-목소리 연극하기(2)

함께 하는 놀이(1)

-우산 만들기(2)

-재미있게 읽은 책 친

장단점

알아보기(1)

-비 마을에 이런 일

구에게 읽어주기(2)

이(1)

9. 그림일기를 써요

여름 2. 여름 나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7.20
~

-한 방울도 소중해(2)

일 말하기(2)
7

7.26

-그림일기 읽기(2)
-그림일기 쓰는 방법

8

0

-빗방울 똑똑(2)
-여름에 꼭 필요해(1)

자율-학년특색활동(4)
0

5

함께 하는 놀이(1)

-여름 나라에 다녀왔

알기(2)

동아리활동-친구들과

어요(3)

-겪은 일을 발표하기
(1)

9. 그림일기를 써요
7.27

2

-겪은 일 그림일기로 0

1

-여름 퀴즈 내기

0

1

자율-방학식(1)

쓰기(2)
4. 비교하기
-단원도입(어느

것이

더 길까요)

9.7
~

4

9.13

9. 그림일기를 써요

-놀이수학

-여름 방학 동안 겪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울

일 그림일기로 쓰기
(2)
-그림일기에서

6

잘된

-어느 쪽이 더 넓을까
요

점 말하기(2)

9

까요

여름 2. 여름 나라
5

-여름을 그려요(3)
-‘여름 나라’ 안녕

2. 우리 모두 교통 안
1

(2)

전
-길 위의 약속, 꼭 지

2

자율-개학식(1)
학년특색활동(1)

켜요

-어느 것이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9.14
~
9.20

7

<담임재량>

-탐구수학
5. 50까지의 수

-자음자 알기(3)

-단원도입

-모음자 알기(3)

-9다음 수는 무엇일까

-자음자와

모음자를

14

2. 우리 모두 교통 안
1

요

이용해 간단한 글자

-십몇을 알아볼까요

써 보기(1)

-모의기와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섯가지 약속

가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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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년특색활동(3)
4

봉사-교내 정화 활동
(1)

해 볼까요
-10개씩 묶어 세어 볼
까요
-50까지의 수를 세어
볼까요
<담임재량>

5. 50까지의 수

-자음자와

모음자를

-놀이수학

이용해 간단한 글자

-수의 순서를 알아볼

써 보기(1)
-받침이 있는 글자 읽

9.21
~

7

9.27

여름 2. 여름 나라

까요

어보기(1)
-받침이 있는 글자 써

6

보기(1)

<담임재량>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여름 놀이 그림으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기

6

-탐구 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

사용해

<담임재량>

~

140

14

창의적 체험활동

수학

1. 소중한 책을 소개
2

해요
-책을 읽은 경험 말

통합

1. 100까지의 수
2

4

-주제 만나기(3)

10.11

3

게 된 점 말하기(1)
-낱말의 받침에 주의

1. 100까지의 수

기(2)
-추석과 설날 비교하

볼까요

9

기(2)
-베 짜기 하기(2)

-수의 순서 알아보기

-추석을 준비하는 모

-신호등일 없어도 안

3

전하게 건너요

표현으로

이름글자 꾸미기
동아리(1)
-백설공주 이야기 듣
고 색칠하기

사람들을

-클레이나 찰흙을 이
가지

-재미있게
6

-창의적인

생각해보기(1)

모양의

책 읽기(2)
~

방교육)

전

-추석날 노래하기(1)
가을 2. 현규의 추석

해요

10

2. 우리 모두 교통 안

습 살펴보기(2)

-농사짓는

10.12

자율(2)
-생명사랑주간(자살예

1

-놀이수학

1. 소중한 책을 소개

-개학식
-학교폭력예방교육

-99까지의 수를 알아

하며 글쓰기(1)

-여러

2

-추석에 대해 알아보

-글을 읽고 재미있는
-글을 읽고 새로 알

자율(2)
0

가을 2. 현규의 추석

해요

4

창의적 체험활동

-추석(1)

1. 소중한 책을 소개

부분 찾기(2)

안전한 생활

가을 2. 현규의 추석

-단원 도입
-60~90을 알아볼까요

하기(2)

10.5

활동(1)

78

교과
국어

10.4

~

전하게 건너요

봉사-현장체험학습장
소 주변 환경 정화

흉내 내보기

60

주

3

이하기

95

9.28
9

-신호등일 없어도 안

자율-학년특색활동(2)

-덧셈과 뺄셈 문제 풀

(3)

월

전

동물, 식물 알아보고

간단한 문장 써보기

합계

1

-여름에 볼 수 있는

-문장부호 알아보기(1)
-문장부호를

-여름 노래 부르기

2. 우리 모두 교통 안

읽은

책

소개하기(2)

4

10.18

1. 100까지의 수

용하여 추석 음식 만

-어느 수가 더 클까

들기(2)

요

-콩주머니 모으기 놀

-짝수와 홀수를 알아 10

이(2)

자율(2)
-창의 미술 활동 및
1

먹을거리를

2. 우리 모두 교통안전

준비물 안내

-골목길에서

-다르게 생각하기

어떻게 3

볼까요

-맛있는

2. 소리와 모양을 흉

-얼마나 알고 있나요

준 가을에 감사하기

-호두까기 인형 이야

내 내요

-탐구 수학

(2)

기 듣고 색칠하기

-흉내 내는 말의 재

-감사(1)

미 느끼기(2)

-파란 가을 하늘 노

해야 할까요

동아리(1)

래 부르기(2)
가을 2. 현규의 추석

10.19
~
10.25

4

자율(3)

2. 소리와 모양을 흉

5. 시계 보기와 규칙

-가을에 볼 수 있는

-선 따라 그리기

내 내요

찾기

곤충과 식물 살펴보

-선을 이용한 그림 그

-흉내 내는 말을 넣
어 문장 만들기(2)

4

-몇 시일까요(1)~(2)
-놀이수학

-소리나 모양을 떠올

-규칙을

리며 글 읽기(2)

볼까요

찾아

말해

11

기(2)
-잠자리 만들기(2)
-낙엽 모으기(1)

2. 우리 모두 교통안전
1

-골목길에서 안전하게 4
행동해요

리기
-점을 이용한 그림 그
리기

-우리놀이(1)

동아리(1)

-뭉물놀이 악기 소리

-눈의 여왕 이야기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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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2)
-투호놀이하기(1)
-달두 달두 밝다(1)
-추수하시는 분을 위

고 색칠하기

해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 알아보기(1)
가을 2. 현규의 추석
-함께

5. 시계 보기와 규칙

2. 소리와 모양을 흉
-여러

6

11.1

-끝말잇기 하기(2)

-규칙을 만들어 무늬 10
를 꾸며 볼까요

기(2)

2. 우리 모두 교통안전
1

-보호 장구는 중요해 3
요

기(2)
동아리(1)
-백조의 호수 이야기
듣고 색칠하기

-여기는 우리나라 공

-수 배열표에서 규칙

때의 예절 알기(2)

자율(2)
-미완성 그림 완성하

나라

찾아볼까요

들을

책 만들기(2)
-추석 생각그물 그리

겨울 1. 여기는 우리

-수 배열에서 규칙을

요
함께

여러

내어 볼까요
4

4. 바른 자세로 말해
-여럿이

찾아

-추석과 관련된 정보

가지 방법으로 나타

있는 낱말 알기(2)

10.26
~

-규칙을

받침이

가지

보낸

사하기(2)

찾기

내 내요

추석을

가족 친척들에게 감

부할 것 살펴보기(1)

을 찾아 볼까요

-사촌에게 우리의 것
을 알려주려면(1)
-재미난 우리 놀이(2)
겨울 1. 여기는 우리나
라
-색이 고운 우리 옷(2)

4. 바른 자세로 말해
11.2
~

4

11.8

5. 시계 보기와 규칙

요

찾기

-바른 자세로 이야기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함께 듣기(2)

2

-듣는 사람을 바라보

2. 덧셈과 뺄셈

며 자신 있게 말하기

-단원 도입

-얼씨구나 우리 노래(2)

자율(3)

-맛나고 정겨운 우리

-돌아라 바람개비(2)

음식(2)
13

-아름다운 우리 그릇(1) 1
-아름다운 우리 그릇(1)

(2)

2. 우리 모두 교통안전
-안전한 곳에서 타요

-삼색 팽이 접기
4
동아리(1)

-조상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 듣고 색칠

우리 집(1)

하기

-알록달록 우리 문양(2)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2)
겨울 1, 여기는 우리

4. 바른 자세로 말해
요

나라

-느낌을 살려 이야기

-우리나라 노래, 애국

읽어 주기(2)
11

-잘하는

11.9
~

6

11.15

것을

자율(3)
-유용한 정보 선택하

가(1)
자신

있게 말하기(1)

-우리나라 꽃, 무궁화

2. 덧셈과 뺄셈
3

-덧셈을

해볼까요 9

(1)~(3)

3. 문장으로 표현해요

(2)
-노래로 부르는 우리

2

-우리나라를

타내기(2)

요(2)

는 방법 알아보기

-안전띠로 생명을 보

-손바닥 물감으로 모

호해요

4

-버스와 전철을 안전

나라(2)

-생각을 문장으로 나

2. 우리 모두 교통안전

하게 이용해요

소개해

동아리(1)
-잭과 콩나무 이야기
듣고 색칠하기

-받침에 주의해 문장

~

-무엇이 똑같을까(2)

-글을 읽고 생각이나

겨울 1. 여기는 우리

느낌 문장으로 쓰기

나라

(2)

-같은 놀이, 다른 노

3. 소중한 나

2. 덧셈과 뺄셈

래(2)

-낯선 사람이 다가와

사용하기

-그림을 보고 덧셈을

-우리는 한민족(1)

요

-물고기 모빌 만들기

-알맞은

11.16
11.22

쓰기(1)
3. 문장으로 표현해요

6

양 꾸미기
-딱지 접기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2)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고 문장 바르게 쓰
기(1)

3

해 볼까요(2)
-놀이 수학

8

-통일이 된 우리나라

-길을 잃었어요

4

(2)

-우리 모두 사이좋게

동아리(1)

-통일 비행기(2)

지내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

녕(2)
알맞은

3

-학교 게시판 바르게

(1)
-여기는 우리나라 안

5.

자율(3)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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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듣고 색칠하기

읽어요
-노래를

듣고

재미

느끼기(1)

가을 1. 내 이웃 이야
기
-사진을 보며 이웃과
함께 한 경험 나누기
(1)

자율(3)

-내 이웃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 나라:

공부할 것 살펴보기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11.23
~

-알맞은 목소리로 글
4

11.29

을 읽어야 하는 까닭

도형의 변신(2)

(1)
-내 이웃 이야기 학

2. 덧셈과 뺄셈
3

-뺄셈을

해

볼까요

(1)~(3)

알기(2)

-무한 상상 아이스크

9

림 꾸미기

습 주제망 만들기(1)

3. 소중한 나

-동준이가 이사 왔어 1

-우리 모두 사이좋게 5

요(1)

지내요

-소리 내어 시 읽기

-상황에 따라 이우에

(2)

게 알맞은 인사하기

-장화 신은 고양이 이
야기 드고 색칠하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

(2)
-놀이터에서

볼

동아리(2)

스 이야기 듣고 색칠

수

하기

있는 이웃 생활 모습
(2)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소를 바르게
5.

알맞은

사용하기(1)

목소리로

읽어요

~

6

12.6

(2)

7
3. 여러 가지 모양
-여러

6. 고운 말을 해요
-말을

-이웃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
2

듣고

가지

모양을

찾아 볼까요

기분이

자율(3)

-버스 놀이(2)

해 볼까요

-좋아하는 글을 찾아
친구들에게 읽어주기

기

-그림을 보고 뺄셈을

야기 읽기(2)
11.30

가을 1. 내 이웃 이야

2. 덧셈과 뺄셈

-알맞은 목소리로 이

-상상하여 그림 완성
했던

함께

경험 나누기(2)
-길로

길로

가다가

하기
1

3. 소중한 나
-우리 모두 소중해요

4

-상상하여 그림 그리
기(2)

노래 부르기(2)

동아리(1)

-옛날에 사람들이 모

-인어공주 이야기 듣

이는 장소(1)

고 색칠하기

좋았던 경험 말하기
(2)

가을 1. 내 이웃 이야

6. 고운 말을 해요

기

-고운 말을 쓰면 좋

-면봉 찍기 활동(2)

3. 여러 가지 모양

은 점 알기(1)
12.7
~

-여러

-자신의 기분을 말하
5

12.13

는 방법 알기(2)

3

-듣는 사람을 생각하

알아 볼까요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기

-시간대별로 본 나의
7

이웃 모습 살펴보기 1
(1)

3. 소중한 나
-가족과 함께

4

르기(1)

6. 고운 말을 해요

가을 1. 내 이웃 이야

-고운 말로 인사하기

기

(2)

-고마운 이웃에게 감

고 색칠하기

자율(3)

사의 마음 표현하기
7. 무엇이 중요할까요

12.14
~
12.20

6

-설명하는 대상 알기
(1)
-누가 무엇을 했는지

1

3. 여러 가지 모양
-얼마나 알고 있나요

7

표현으로

이름 글자 꾸미기(2)
-어린왕자 이야기 듣

-정다운 이웃 노래부

며 기분 말하기(1)

-창의적인
동아리(1)

-나눔 장터 놀이(2)

-놀이 수학

-듣는 사람을 생각하

-학교 게시판 바르게

-동준이네 이웃들(1)

모양을

꾸며 볼까요

며 기분 말하기(1)

12

가지

자율(3)

-전통놀이 기구 만들

(1)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어 보기(2)

-옛 그림으로 본 생

-불! 미리미리 조심해

-자기가 만든 전통놀

활 모습 보기(2)
-이웃 모습 표현하기

2

요
-불이 났어요

4

이 기구로 놀아보기
동아리(1)

생각하며 글 읽기(2)

(1)

빨간모자 이야기 듣고

-일어난 일을 생각하

-동준이네 집에서(1)

색칠하기

며 글 읽기

-꿩꿩 장 서방 노래

(1)

부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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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1. 내 이웃 이야
기
7. 무엇이 중요할까요

3. 여러 가지 모양

-내용에 알맞게 제목

6

12.27

3
8. 띄어 읽어요
바르게

들기

치는 소리들 구분하

읽기(2)

-글을

-크리스마스 소품 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

-내용을 확인하며 글

12.21

자율(3)

향을 미치는 소리와

-탐구 수학(1)

붙이기(2)

~

-이웃에 긍정적인 영

4. 덧셈과 뺄셈(2)

7

-세 수의 덧셈을 어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불이 났어요

3

미기
-리스 꾸미기
동아리(1)
-해와 바람 이야기 듣

알아보기(2)

떻게 할까요

기(2)

1

-도움이 필요한 이웃

-세 수의 뺄셈을 어

읽어야 하는 까닭 알

예절

방문

알아보기(2)

떻게 할까요

뛰어

기(1)
-이웃집

-크리스마스 카드 꾸

고 색칠하기

-엄마, 아빠, 동생으
로 알게 된 나의 이
웃 관계망 그리기(2)

8. 띄어 읽어요
-그을
12.28
~

바르게

4. 덧셈과 뺄셈(2)

읽는 방법 알기(2)
5

1.3

-글을

바르게

띄어 2

읽기(1)
-글을

~
1.10

(2)

4

1.11
~

6

1

~

-10에서 빼 볼까요

-우리의 겨울(3)

-10을

만들어

더해 7

만들어

더해

볼까요(2)

일

5

1.24

1.28

-겨울 놀이터에서(1)

2

~

-겪은 일에 대한 생 4

6. 덧셈과 뺄셈(3)

각이나 느낌 말하기

-10을 이용하여 모으

-동장군이 왔어요(2)

글(2)

(2)

기와 가르기를 해 볼

-추운 겨울을 건강하

까요

게(1)

나게 글 쓰기(2)
9. 겪은 일을 글로 써

-덧셈을 해 볼까요(1)

(2)

들기(1)
-송이송이 하얀 꽃송

6. 덧셈과 뺄셈(3)

10. 인물의 말과 행동

4

해

-뺄셈을

8
해

볼까요

자율(2)

-눈송이(1)
-온

세상이

하얗게

-눈사람을
(2)

기(2)
10. 인물의 말과 행동

-꼬마 눈사람(1)

듣기(2)

하기(2)
10. 인물의 말과 행동

-안전 체험 시설

2

-작년 한해 가장 기억
에 남는 일 그림으로
그려보기

만들어요

재미있는 장면 말하

을 상상하며 이야기

1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바뀌었어요(2)

(1)~(2)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 친

이(2)

볼까요

(2)~(3)

친구와 이야기하기
동아리(1)
구들에게 읽어주기

요

-덧셈을

4

-친구 얼굴 그린 후

겨울 2. 우리수업 만

-가장 쓰고 싶은 일

을 상상해요

-내 친구 얼굴 그리기

0

-겪은 일이 잘 드러

겨울 2. 우리의 겨울
-쌓인 눈을 치우며(2)
2

-이야기를 읽고 인물

4

자율(3)

-얼음 위에서 빙글빙

자율(2)

6. 덧셈과 뺄셈(3)

-하얀 겨울을 즐겨요

-뺄셈을 해 볼까요(3) 7

(2)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도화지 속 겨울(2)

봉사(1)

-우리

-교실 주변 청소하기

의 모습과 행동 상상
2.15

구에게 소개하기

-탐구 수학

-인물의 모습과 행동
4

-내가 좋아하는 책 친

-추워도 신나요(2)

-겪은 일이 잘 드러

6

-그림 글자 꾸미기
동아리(1)

겨울 2. 우리의 겨울

을 상상해요

~

3

요(1)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을 상상해요

1.25

-겨울 모습 그림으로

-꽁꽁꽁 땅이 얼었어

4. 덧셈과 뺄셈(2)

영화를

-아기돼지 삼형제 이

0

요

-만화

동아리(1)

그리기(2)

-수업 만들기(1)

알기(2)
9. 겪은 일을 글로 써

을 일기로 쓰기(3)

1.18

장 꾸미기

전해요

자율(3)
겨울 2. 우리의 겨울

나게 말하기(2)

1.17

-부모님께 드릴 연하

-지진! 이렇게 하면 안 4

야기 듣고 색칠하기

해 볼까요

-10을

요
겪은

-공부한 것 되돌아보

볼까요

9. 겪은 일을 글로 써
-글쓴이가

음식 표현하기(2)

1

-10이 되는 더하기를

-글을 실감나게 읽기
6

-이웃에게 주고 싶은

4. 덧셈과 뺄셈(2)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 읽기(2)
1.4

-두 수를 더해 볼까

4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기(2)

설명하는지 알기(2)
8. 띄어 읽어요
-무엇을

-놀이수학

-새해 달력 만들기(2)

기

요

무엇을

읽고

자율(3)

가을 1. 내 이웃 이야

띄어

-색종이 접기
0

이웃을

3

둘러

-방학식

봐요(1)
2

6. 덧셈과 뺄셈(3)
-탐구 수학

6

겨울 2. 우리의 겨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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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되어,

0

6

자율(3)
-새 학년 다짐 이야기

하기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나

하고 싶은

말하기
-이야기

속

인물의

사랑의 마음(1)

말과 행동 따라 하기
2.19

-종업식

(2)

봉사(1)

-다 함께 즐겨요(1)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 자리 및 사물함

-마음을 전해요(2)

-인물에 어울리게 말

정리하기

-우리의 겨울 안녕(2)

과 행동하기(2)

진로(2)
-1년 동안 내가 달라
진 점 찾아보기
-자신의 꿈 그림으로
그리기

95

2
월

55

149

18

69

2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교과

주

국어

창의적 체험활동

수학

통합

안전한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시를 즐겨요>
-시를 여러 가지 방

자율-개학식(1)

법으로 읽기
-장면을 떠올리며 시

-도입

읽기

4

~

6

4.26

상상하기시속 인물
의

마음을 상상하

며 시읽기

4

-봄아 어디까지 왔니
-봄이 오면 달라져요

자율-꽃밭 동시감 상

-가정에서 지켜야 할
2

안전 수칙지키기
-우리집 안전 약속을

하고 시화그리기(1)
6

자율-생명은 소중해

요

마를 나타내는지 알

요(1)
자율-경계 존중하 기

아보기

기

자율-자연은 내친구
(1)

실천해요

-봄 날씨는 변덕쟁이에

-각자리의 숫자는 얼

상상하며 시읽

-좋아하는

-몇백을 알아보기
-세자리수 알아보기

-시 속 인물의 마음
을

2. 봄이 오면(14)

보기
5

(1)

<봄>

-90보다 10큰수 알아

-시 속 인물의 마음

4.20

자율-장애 이해교 육

<세자리수>

(1)

시낭송하

기
2. 자신있게 말해요
-다른 사람앞에서 말
한 경험떠올리기
-바른자세로

4.27
~

5

5.3

<세자리수>

자신있

게 말하기
-여러 상황에서 자신

5

있게 말하기

-수비교하기
-○,△,□ 알아보기

3

-원을 알아보고, 원으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자율-온라인에도 안

-뛰어서 세어보기

자신있게

-어떤 옷을 입을까요
-봄에는 무엇을 할까요

전이 필요해요(1)

-안전하게 사용해요
2

-안전하고

재미있게 3

놀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율-즐거운

그림

그리기(1)
자율-‘친 구에게 ’

로 그림 그리기

책 읽기(1)

말

하기
2. 자신있게 말해요
-좋아하는 책 친구에
게 소개하기

5

3. 마음을 나누어요

5.4
~

5

5.10

-마음을 나타내는 말
알기

5

사용해

2. 여러 가지 도형

-봄맞이 청소를 해요

-△,□알아보기

-봄을 노래해요

-칠교판으로 모양 만 3

-봄을 건강하게 지내요

자율-꼼지락 정이접

요
2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4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 도형 알아보기

마음을

해 알아보기

방법 익혀서 실천해

들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을

자율-어린이날에 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율-‘이까짓 거’
감상하기

알고 정확하게 알려

자율-어버이날 감사

요

표현하기

기

표현

-인물의 마음을 생각
5.11
~
5.17

6

하며 글 읽기
3. 마음을 나누어요

2. 여러 가지 도형

-인물의 마음을 이해

-똑같은 모양으로 쌓

하며 만화영화보기
4. 말놀이를 해요

5

아보기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집에도 봄이 왔
6

어요
-나의 봄은 어땠나요
-‘봄이 오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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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에서 주의할 점
2

과 안전 수칙을 지켜
요
-식중독을 예방해요

자율-코로나 예방교
5

육
자율-‘민들레는 민
들레’감상

쌓아보기
-말의 재미를 느끼기
-재미있는

말놀이하

-주변의 여러 가지
낱말을

찾아 말놀

이하기

-일의 자리에서 받아

-이런 집 저런 집 알아

올림이 있는 두자리

보기

수와 한자리수의 덧

-우리

집의

5. 낱말을 정확하게
써요
-우리 주변의 낱말에
관심을 갖기

수끼리의 덧셈하기

-함께 사는 우리 가족
을

-여러가지

는 일 살펴보기
방법으로 8

의 뜻 구분하기

-뚝딱뚝딱 우리 집

기

-‘대문놀이’노래

-받아내림이 있는 (두

에 주의하며 글 읽

자리수)-(한자리수)

기

계산하기

생활모습을

예방교육(1)
부

살펴보고

<여 름>
이런집 저런집
-‘달팽이집 노래 부르

쓰기

기

경험 이야

기하기

-

자리수)-(두자지수)계
2

-여러가지

-국어활동 돌아보기

11

산하기
방법으로

자리수의 뺄셈하기

-돌아보기

여러모습의

보고 다양한 특징알기
-다양한

자율-학교 폭력예 방

가족들

가족의

형태

1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요.

교육(1)
2

동아리-흥부놀부,
토끼전 전래동화 듣

살펴보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시를 즐겨요

다양하게

나타내어 보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학교에 못나온 동안
자신의

-달팽이집을

3. 덧셈과 뺄셈

2. 자신있게 말해요

5.31

자율(보건)- 코로나

십)-(몇십몇)계산하기

-마음을 전하는 편지

8

통일교육(1)

다정한 말전하기

확하게 써요.

~

2

-주변 가족들의 다양한

글쓰기
5. 낱말을 바르고 정

5.25

알고 실천하기

르기

-받아내림이 있는 (몇

전하는

자율-평화와 소통의

예방방법을

행

리수 끼리의 덧셈하

-소리가 비슷한 낱말

-알맞은 낱말을 사용

-감염병

-동화속으로 떠나는 여 1

받아올림 있는 두 자

-소리가 비슷한 낱말

방법으로

-우리가족이 집에서 하

기

나 5

다양한

나타내기

수끼리의 덧셈계산하

누기

마음을

기 감상

<여 름>
이런 집 저런 집

올림이 있는 두자리

-소리가 비슷한 낱말

해

자율-세종대왕 이야

요모조모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십의 자리에서 받아

헷갈렸던 경험

자율-비밀이야 감상

살펴보기

-일의 자리에서 받아

기

5.24

-이런 집 저런 집

3. 덧셈과 뺄셈

-말 덧붙이기 놀이하

8

기

3. 덧셈과 뺄셈

셈 계산하기

4. 말놀이를 해요

~

자율-디지털 숫자접

<여 름>

기

5.18

-봄색으로 물들여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고 색칠하기(1)

<봄 (알쏭달쏭 나) >
-몸을 깨끗이해요

3. 마음을 나누어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마음을 나타내는 말

-우리몸이 하는일

알기
1. 시를 즐겨요

-내몸을 살펴봐

-마음에 드는 시 고
르기
-좋아하는 시낭송하

3. 덧셈과 뺄셈

기
6.1
~
6

7

6.7

5. 낱말을 정확하게
써요

<봄 (알쏭달쏭 나) >

-덧셈하기 복습
-뺄셈하기 복습
3

-덧셈과 뺄셈의 관계 11
를 식으로 나타내어

-소리가 비슷한 낱말

~
6.14

에 주의하며 글 읽

-몸 쑥쑥 마음 쑥쑥

기

-몸으로 표현해요

확하게 써요
-알맞은 낱말을 사용

1

이용해요

안전하게

2

동-방귀쟁이

며느

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래동화 듣
고 색칠하기(1)

-마음신호등

5. 낱말을 바르고 정
6

-이렇게 자랐어요(성장

(1)
-자동차를

-어떤 표정일까요

-소리가 비슷한 낱말

6.8

-앞니가 빠졌어요
흐름책 만들기)

보기

의 뜻 구분하기

봉사-학교 정화활 동

-오감놀이

3. 덧셈과 뺄셈
2

-□ 값 구하기

자(공예 )-오리엔 테

13

-세수 계산하기

0

3

이션&나무팽이만들
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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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음전하기
-마음을 전하는 편지

동-이상한 샘물, 선

쓰기

녀와 나무꾼 전래동

6. 차례대로 말해요

화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피기

-차례를 나타내는 말
을

~

7

6.21

생각하며 이야

기듣기
-마법의 설탕두조각

4

3. 덧셈과 뺄셈

*내가 자라면

-단원정리

-꿈을 띄워요

-탐구수학

-우리들의 꿈

4. 길이재기

12 -나를 소개합니다

1

방망이,

요술항아리
전래동화 듣고 색칠
하기(1)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재기

이야기

0

(책읽어주기)

-여러가지 단위로 길

-마법의 설탕두조각

동-도깨비

-행복이란 무엇일까?

-단원도입

읽어주기
차례대로

색칠하기

<봄 (알쏭달쏭 나) >

6. .차례대로 말해요

6.15

듣고

(1)

한 삶

배치하기

<봄(봄이오면)>
-봄도시락만들기
-봄날씨를 알려요(일기

~

6

6.28

생각하며 말하기
-겪은 일을 차례대로

악기 만들기(2)

-봄바람을 가르며

-일이 일어난 차례를

6.22

자(공예 )-마라카 스

예보)

6. 차례대로 말해요
4. 길이재기
2

-1cm알기

12

0

-자로 길이재기

글로 쓰기

동-요술항아리,

-봄색으로 물들여요
4

듣고 색칠하기(1)

<여름>

-미래일기쓰기

의

좋은 형제 전래동화

-우리집 부르기

진로-자신의

-우리집의 요모조모

대해 알아보기(1)

꿈에

-뚝딱뚝딱 우리집
-오순도순 우리가족
(가족만들기 책/숟가락)
7. 친구들에게 알려

<여름>

요
-물건을 설명한 경험

6.29
~

7

7.5

이야기하기
-글을 읽고 주요내용

4. 길이재기
3

확인하기

-놀이수학(2)
-자로 재어보기

동-혹부리영감,

1. 이런 집 저런 집
-이런일 저런일
12

-나도 잘할수 있어요

0

2

-알콩달콩 우리 가족

-길이 어림하기

-대문놀이

-주변의 물건에 대해

-다르니까 재미있어요

설명하기
7. 친구들에게 알려

호

랑이와 곶감 전래동
화

듣고

색칠하기

아기돼지

삼형제,

해와

이야기

(1)
바람

듣고 색칠하기(1)

요
<여름>

-받침이 뒷말 첫소리
가 되는 낱말을 바
르게 읽기

7.6
~
7

6

7.12

-발명하고 싶은 물건
설명하기

2

-몸으로 재기

필통만들기(2)

-달라도 소중해요

4. 길이재기
13

-단원정리

-하고 싶은 활동 정하
여 하기

동-쇠붙이를
0

2

-알록달록 달팽이집

-글쓴이의 마음을 생

-이런 가족 저런 가족

불가사리,

먹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 전래동

-달팽이 놀이

8. 마음을짐작해요
각하며

자율(공 예)-클레 이

1. 이런 집 저런 집

화

듣고

색칠하기

(1)

글을 읽은

경험나누기
8. 마음을 짐작해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방법알기

7.13
~

<여름>

짐작하는

6

7.19

-글쓴이의 마음을 짐
작하며 글 읽기

1. 이런 집 저런 집

5. 분류하기
3

-일이 일어난 차례를

-단원도입
-분류알기

-알록달록 집을 꾸며요
14

-함께라서 좋아요

0

1

-가족을 만났어요

-놀이수학(2)

-‘이런집

생각하며 듣기

동-빨간 모자, 어린
왕자 동화 듣고 색
칠하기(1)

저런집’안

녕

-이야기를 만들어 발
표하기
7.20

6

9. 생각을 생생하게 4

5. 분류하기

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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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차와 전철을 안전 2

자율-학급회의(1)

나타내요
-꾸며 주는 말을 사

-기준에 따라 분류하

용하면 좋은 점 알
~

기

기

7.26

-꾸며 주는 말 사용

하게 이용해요

장화

신은 고양이 동화듣

-분류한 결과 말하기

해 짧은 글 쓰기
-주요내용을

동-인어공주,

-분류하여 세어보기

고 색칠하기(1)

-단원정리

확인하

며 글읽기
9. 생생하게 나타내
7.27

요

1

-자신의 생각을 나타

5. 분류하기

1

- 탐구수학

1

0

1

자율-방학식(1)

내는 짧은 글쓰기
10. 다른 사람을 생
각하기
9.
7~

6. 곱셈

-듣는 사람의 기분
생각해보기

5

-고운말쓰기 다짐하

9.13

자율-개학식(1)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여러가지 방법으로
2

세기

(40)

9

하기(1)

기
-물놀이 안전 알아보기

-경험을 떠올려 일기

-물가 친구들 알아보기

쓰기

6. 곱셈

11.상상의 날개를 펴
요

9.20

무 동화 듣고 색칠

-여름 나뭇잎으로 만들

해요

9

앨리스, 잭과 콩나

나기

하기
10.다른 사람을 생각

6

하게 이용해요

나라의

동-이상한
2

-여름 동산 친구들 만

-2의 몇 배 알기

-고운말로 바꾸어 말

~

-배와 비행기를 안전

-묶어 세기

기

9.14

1

-여름방학 계획세우기

-놀이수학

4

-곱셈식 알기

-인물의 모습을 떠올

12

-여름방학 생활 나누기

1

-낯선 사람을 조심해
요

동-헨젤과
1

백조의

듣고

색칠하기(1)

-곱셈식 나타내기

리며 이야기 듣기

그레텔,

호수

-이야기를 읽고 인물
의

마음을 짐작하

기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인물의 마음에 어울
9.21
~

리는
6

목소리로

야기 읽기

9.27

자율-학년 특색활 동

6. 곱셈

이

-단원정리

4

-탐구수학

-이야기에 대한 생각

(1)
12

0

2

동-정글북, 눈의 여
왕

-곱셈구구 외우기(2)

과 느낌을 글로 쓰

듣고

색칠하기

(1)

기
합계

월

-인물 카드를 만들기
107

61

국어

9.28
~

3

기 소개하기

10.11

0

-시나 이야기를 찾아

- 각 자리수 알아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1. 동네 한바퀴
-동네모습을 그려요
6

기

읽고 여러 가지 방

-우리동네 한바퀴
-동네 돌기 놀이

요
3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리미리 불조심

10.18

2.
7

인상깊었던

일을

써요
-인상 깊은 일이 무

4

자율(보건):마스크
1 바르게 착용하기

올

어떻게 대피할까요

- 뛰어세기

안전하게 대피해요

법으로 말하기
10.12

0

3. 소중한 우리

- 네자리수 알아보기
4

창의적 체험활동

-동네를 탐험해요

- 3000 알아보기

-이야기를 읽고 생각

10

-주제 만나기

1. 네자리수

을 떠올려 말하기
이나 느낌 말하기

5

아보기

-이야기를 읽고 장면

6

-100이 10개인 수를 알

안전한 생활

1. 동네 한바퀴

-단원도입
2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

10.5

통합

1. 네 자리수

낌 말하기
1. 장면을 떠올리며

~

46
창의적 체험활동

수학

-기억에 남는 시나 이야

10.4

~

14

교과

주

1. 장면을 떠올리며
9

163

1. 네자리수

1. 동네 한바퀴

-어느 수가 더 클가 12
요

-수업만들기
-동네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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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잭과콩나무 색칠하
0
만나

1 기

엇인지 알기
-인상깊었던 일을 글
감으로

쓸

고르고

내용 떠올리기
-인상깊었던 일을 떠

7

-동네 사람 모여라

2. 곱셈구구
-2단 곱셈구구

이나 느낌이 잘 드러

-5단 곱셈구구 알아

나게 글쓰기

보기

3

2. 가을아 어디있니
-수업 만들기
11

-4,8단 곱셈구구 알아보

-재미있는 말찾기
-흉내내는 말을 넣어

기
2. 곱셈구구

2. 가을아 어디있니

-7단 곱셈구구 알아보기

-책장 넘기는 소리

-9단 곱셈구구 알아보기

-내가 만드는 가을의

-1단 곱셈구구와 0의 곱 12

소리

-말의 재미를 느끼며

알아보기

-가을의 맛을 찾아서

다섯고개 놀이하기
4. 인물의 마음을 짐

-놀이수학

-왕도토리

수수께끼 놀이하기

작해요

~
11.8

7 -글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

3

법 알기
읽고

~

-가을열매 바구니

-곱셈구구를

-가을의 색을 찾아서

이용하여 10

문제해결하기

-무엇을 지켜야 할까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요

2 듣고 색칠하기
봉사-학교 정화활동

동-눈의 여왕 이야기

6 5. 간직하고 싶은 노

동-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듣고 색칠하기
4 봉사-학교정화활동

0

자율(공예2)

2. 가을아 어디 있니

-탐구수학
3.길이재기

하며 글 쓰기
4

-단원도입

11

-cm보다 더큰 단위 알

래
일을

-주렁주렁 가을 열매

-곱셈표 만들기

2.곱셈구구

인물의 마음을 생각

-겪은

0

-가을은 무슨 색

하고 싶은 말쓰기

11.15

2. 곱셈구구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글을 읽고 인물에게

11.9

3 고 색칠하기
자율(공예2)

2. 가을아 어디있니

마음 알기

-글을

0

-가을 바람 살랑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글에 나오는 인물의
11.2

가을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이 오면

기

4

동-백조의 호수 이야기듣

-가을아 어디있니

-3,6단 곱셈구구 알아보

-말의 재미를 느끼며

11.1

알아

보기

짧은 글 쓰기
6

하는

차례대로 정리하기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

로 책만들기

~

일
-우리 동네 직업뉴스

-인상 깊었던 일을 쓴글

10.26

기
-단원도입

-인상깊었던 일을 생각

10.25

-동네사람들이

2. 곱셈구구

겪은

요

~

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

일을

올리며

10.19

-얼마나 알고 있나요

고 색칠하기

-지키면 즐거워요

0

3 봉사-학교 정화활동
자율-학급회의

녕

-자로 길이 재어보기

시나 노래알기
겪은 일을 시나 노래

동-헨젤과 그레텔 듣

-울긋불긋 가을세상
-가을아 어디있니 안

아보기

나타낸

-그림속의 가을색

로 표현하는 방법알
기

11
11.16
~

3.

겪은 일을 나타낸 시
나
6

11.22

노래의

일부분
4

바꾸어 쓰기

길이재기

-길이의 합을 구하기

자신이 겪은 일을 시
나 노래로 표현하기

-길이의 차를 구하기

9

1. 동네 한 바퀴

동-정글북듣고

-모두 다 소중해

색칠하기

-직업놀이 준비하기

-길이를 어림하기

-우리 동네 직업놀이

-놀이수학

-노래하며 일해요

5 진로-다양한 직업알기
자율-학급회의

0

자율(공예)

겪은 일을 표현한 시
나 노래를 발표하기

1. 동네 한바퀴

6. 자세하게 소개해요
-소개해
11.23
~
11.29

본

경험을

나누기
6 -사람을 소개하는 글
을 쓰는 방법 알기

3

-수업만들기

동-호두까기 인형듣고

3. 길이재기

-우리도 해봐요

색칠

-길이를 어림하기

-마음을 전해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11

-세계기록알아보기

-소개할 사람을 정해
말놀이하기
-글자와 다르게 소리

11.30
~
12.6

6

며 소개하는 글 쓰
기

-단원 도입
4

-몇시 몇분
알아보기(2)

자율-책 읽고 느낌 나

-살고 싶은 우리동네

누기

행
11

진로-자신이 좋아하는
3 것 탐색하기

0

-우리 동네를 소개해요
-동네한바퀴 안녕
1. 두근두근 세계 여

4. 시각과 시간

나는 낱말에 주의하

-물건 사세요

-두근두근 세계여행
-수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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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전하고 건강하게
1 안전수칙!언제나 잘 지
켜요

자율(공예1)
2 동-소금을 만드는 맷
돌 읽고 색칠하기

-인물을 소개하는 신
문만들기
-여러가지

7. 일이 일어난 차례

-가고싶은나라

방법으로

-알고싶은나라

시각읽기

를 살펴요

-세계여행

-이야기에 나오는 인

-함께 존중해요

물의 모습을 상상하
기
-인물의 모습을 상상

12.7
~
12.13

-수업만들기
4. 시각과 시간

하는 방법 알기
5 -이야기를 듣고 인물

3

의 모습을 상상하기

-입어보고 싶어요

-놀이수학

-알록달록 세계의 옷

-1시간 알아보기

-이런 인사 저런 인

14

-하루의 시간 알아보

사

기

-안녕 여러분
-다른 나라 집 구경

일어난 차례대로 이

~

야기 내용 말하기
7

로 이야기 꾸미기

-뚝딱뚝딱 다른 나라

4. 시각과 시간

-일이 일어난 차례대

12.20

의 집

-달력 알아보기
3

8. 바르게 말해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12

-탐구수학

~

-함께 놀아요

12.27

-바른말 알기

5. 표와 그래프

-바른 말로 대화하기

-단원도입

4 -바른 말 사용에 대

2

한 글 쓰기

~

4

서

1.10

~
1

6. 규칙찾기

표하기

-단원도입

10. 칭찬하는 말을 주
5

1.17

-칭찬하는 말을 주고

~

~
1.28

2

4

-쌓은 모양에서

9

-놀이수학
6. 규칙찾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생활에서 규칙찾기
3

표현하기
생각하며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

-겨울눈아 널 담을래

자율-학급회의
1 콜록콜록, 먼지 때문에

-식물의 겨울나기

2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이렇게 지켜줘요

-수업만들기
-어떤새를
8

만날

수

있을까
-소리개 떴다

규칙찾기

칭찬 쪽지 쓰기
11. 실감나게표현해요

-표현방법

-겨울눈아, 넌 누구니

규칙찾기(2)

알기

1.25

-수업만들기

-무늬에서

-칭찬하는 말과 대답
하는 말 하는 방법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6. 규칙찾기

나 경험을 나누기
4

겨울철의 동물친구들

규칙찾기

기
-칭찬하는 말을 하거

1.24

규칙찾기

자율-학급회의

-내가 청설모라면
-겨울은 너무 힘들어

-곱셈표에서

받을 때 좋은점 알

1.18

도 괜찮아요
8

-덧셈표에서
3

고 받아요

2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겨울잠을 자지 않아

많을까요

을 들어 글 써서 발

1 콜록콜록, 먼지 때문에

-수업만들기

-어느것이 가장

-자신의 생각을 까닭

2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잠만 자도 괜찮을까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말하기

0

-겨울잠을 자러가요

-표와 그래프로 나타
내기

-수업만들기
-겨울잠을 자요

을 알아보기

-주요 내용 확인하고

1.11

9

5. 표와 그래프

4

색칠하기

자율-새해가 되면

-찾기

-표와 그래프의 내용

기

만들기
2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찾기
-겨울 탐정대의 친구

-놀이수학

용을 찾는 방법 알

1 배와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두근두근 세계 안녕
2. 겨울탐정대의 친구

-그래프로 나타내기

-글을 읽고 주요 내

5 -글을 읽고 주요 내
용 찾기

-놀이하며 표로

-다른 나라의 춤
-어울림 한마당

나타내기

무엇인지 알기

~

9

표로 나타내기

-글에서 주요 내용이

1.4

표로

5. 표와 그래프

9. 주요 내용을 찾아
4

보고

자율-크리스마스카드

-함께 지켜요

-자료를 조사하여

한 알림활동하기

1.3

-자료를

-함께 불러요

나타내기

-바른 말 사용에 대
12.28

2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0

-다른 나라의 장난감

좋은 점 알기
12.21

자율-학급회의

-다른 나라의 음식
-잔치잔치 열렸네

-바른 말을 사용하면

12

0

-수업만들기

-이야기를 읽고 일이

12.14

기차와 전철을
1 안전하게 이용해요

자율(2):
비가 많이오고 바람이
1 세게 불어요

-나는 겨울을 어떻게
6

-줄넘기를 해요
-방학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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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날아라 종이새
보낼까

그림책읽고

소감나누기

자율-학급회의
눈이 많이 오고 추워
1 요

자율-방학식
3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색칠하기

인형극보기
-인물의 말을 실감나
게 표현하기
2.15
2

-인물의 행동을 실감

~

나게 표현하기

6

2.19

-3학년을 준비해요
3 -2학기 수학 복습(3)

6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자율-개학식

-겨울 탐정대 친구찾

3 자율-종업식
동-숨은그림 찾기하고

0

기 안녕

표현하며

색칠하기

역할극 하기
102

3
월

64

185

10

43

4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교과

주

국어

사회

~

나누어요(2)
2

4.19
4

음악

미술
4. 개성 있는 캐릭

1. 지역의 위치와

1. 생각과 느낌을
4.13

도덕

터(1)

특성(2)

-시나 이야기를 읽 2

-지도로 본 우리 0

고 생각이나 느낌

지역, 우리지역의

나누기

중심지

0

1

~

7

5. 내가 만든 이야

4.27

-지도로 본 우리 0

1

4

터(2)

부르기

-지도로 본 우리 0

1

2

지역, 우리지역의

1. 생각과 느낌을
6

4. 일에 대한 의견
(3)-어울림프로그

5

구분하기,

관심이 있는 주제
자신의

의견 쓰기

5.31

-협동의

의미와

2

주하기

2

물관에

중요성 알기

(4)

관에서 배우기(2)
-미술관 또는 박 0
관해

사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

감상

하는 유무형 유

태도

산 알아보기

4. 힘과 마음을 모

12. 미술관, 박물

아서(1)

는 지역의 역사

관에서 배우기(2)

-지역의 문화유산 1

화·도덕적 민감 2 1. 마음을 열며(3)

을 소중히 하는

성을 통해 협동

-우리 악곡의 특징

태도 기르기

하는 능력 기르

을 이해하며 국

감상

악 노래 부르기

실천하기

파악하여

알고

실천하기

로그램

-이야기의

조

올바른

기(10)- 어울림 프 4

기
5

는 지역의 역사

12. 미술관, 박물

용하여 음악 연

(6)

짓, 말투로 말하
~

2. 우리가 알아보 1

아서(1)

기르기(6)

특징

이야기 하기

으로 리코더 사

4. 힘과 마음을 모

1. 건강-체력

캐릭터를

현해요+온작품읽

-적절한 표정, 몸
5.25

4. 개성 있는 캐릭 1

소개하고

-바른 자세와 주법

2. 우리가 알아보

3. 느낌을 살려 표
5

2

1. 마음을 열며(3)

중심지

-글을 읽고 사실과

5.24

특징

터(2)

-지도로 본 우리

램

5.18

1

-주변에서 볼 수

지역, 우리지역의

대해

1

특성(1)

나누기

에

우리 0

있는

고 생각이나 느낌

의견

본

1. 지역의 위치와

-시나 이야기를 읽

5.17

-지도로
중심지

나누어요(2)

5

캐릭터를

이야기 하기

지역, 우리지역의

나누기
1. 생각과 느낌을

5.11

있는

특성(4)

-시나 이야기를 읽 4
고 생각이나 느낌

5.10

-주변에서 볼 수
소개하고

1. 지역의 위치와

나누어요(6)

5.4

0

4. 개성 있는 캐릭

-바른 자세로 노래

특성(4)

3번 안석뽕
4

0

중심지

~

특징

1. 마음을 열며(2)

중심지

5.3

~

2

이야기 하기

1. 지역의 위치와

-온작품 읽기:기호

5

캐릭터를

지역, 우리지역의

기(10)

~

있는

특성(7)

6

4.26

~

-주변에서 볼 수
소개하고

1. 지역의 위치와
4.20

체육

-경청·도덕적 대

기
4. 힘과 마음을 모

2. 우리가 알아보
는 지역의 역사

흐름을 5

(3)

이어질

-우리 지역과 관

-미술관 또는 박

1

아서(1)
-경청·도덕적 대

- 145 -

2

물관에

관해

사하고

조 1

올바른
태도

알고

-자유로운 느낌과
1

2

생각(2)
-주변의 식물이나

1

련된 역사적 인

내용 상상하기

화·도덕적 민감

물의 삶 알아보

-작품을 읽고 떠오

성을 통해 협동

기, 우리 지역의

르는 생각 다양하

하는 능력 기르

역사에 대한 자

게 표현하기

기

부심 갖기

3. 느낌을 살려 표

곤충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기

현해요+온작품읽
기(6)- 어울림 프
로그램
-적절한 표정, 몸
짓, 말투로 말하

~

9

어질 내용 상상하 0

0

4

기

6.7

과 생각(2)

-악곡의 특징을 이

름을 파악하여 이

6.1

1. 자유로운 느낌

2. 느낌을 담아(4)

기, 이야기의 흐

-작품을 읽고 떠오
르는 생각 다양하

해하며 동식물에

-주변의 식물이나
곤충을

탐색하여 6

거나 악기로 연

자신의

느낌과

주하기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대한 노래 부르

2

게 표현하기

기

6. 회의를 해요(3)
-회의에서 의견 교
환하기,

10.붓으로 쓰는 글

예의를

씨(3)

2.도 전 -매트

지켜 듣고 말하기
6. 회의를 해요(6)
~

에서 운동하
기(10)

-회의에서 의견 교

6.8

6

환하기

0

2

3

3

3

-예의를 지켜 듣고

6.14

말하기
4. 일에 대한 의견

6

(5)-어울림프로그

2. 느낌을 담아(6)

램
5
6.15

과 의견 구분하기
에

6.21

내기(4)

대한 노래 부르

(5)

자신의 0

대해

2. 관찰하여 나타

해하며 동식물에

덕수업 : 생명존중

-관심이 있는 주제

~

-악곡의 특징을 이

우리가 만드는 도

-글을 읽고 사실

-주변의 식물이나

거나 악기로 연

3

3

주하기

4

곤충을 관찰하고 1
특징을 살펴 표

의견 쓰기

현하기
7. 사전은 내친구
4

(4)
-사전을

활용하여

낱말의 뜻을 찾기
2. 우리가 알아보

7. 사전은 내친구

는 지역의 역사

(5)
-사전을

6.22
~

5

(2)

활용하여

낱말의 뜻을 찾기

2

6.28

련된 역사적 인 1
물의 삶 알아보

그램
-기본적인

7.5

2

문장의

~
7.12

2

-8일(수):

권혁도

작가와의 만남(2)

표현활동

(7 )- 어울림

특징을 살펴 표

프로그램

현하기

도구를 활용

부심 갖기

(감상)

(7)
-우리 지역에 있

하여

1

하게(1)

1

화)

관이 지역 주민
들의 생활에 주
는 도움 탐색하

어 표현하기

는 공간(2)

-놀이와 노래(생활

2. 공손하고 다정

2

-예절은 중요해요

-사람들과

함께 1

생활하는

공간을 2

아름답게

만들어

하게(1)-어울링프
-일상생활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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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리본으로 생
하기(10)

2. 공손하고 다정
로그램

4. 표현활동:
태관련 표현

보기

1

생태

음악에 맞추

9. 우리가 함께하

1. 마음을 열며(2)

종류와 역할 조

2

4.

곤충을 관찰하고
-새가 날아든다

사하기, 공공 기

7.6

-주변의 식물이나 2

1. 마음을 열며(2)

는 공공 기관의

짜임 이해하기

7

2

역사에 대한 자

관과 주민 참여

요(4)-어울림프로
4

-도덕 공부를 꾸

내기(2)
2

3. 지역의 공공 기

8. 이런 제안 어때
~

한 우리(1)
준히 실천해요

기, 우리 지역의

6.29

2. 관찰하여 나타

1.도덕 공부, 행복

-우리 지역과 관

1

절을 지켜요

8. 이런 제안 어때
요(4)-어울림프로
그램

4

-기본적인

7.13
~

2. 내용을 간추려

7.19

7.20

1
기

-예절 바른 생활

9. 우리가 함께하
2

을 위해 지혜롭
게 생각해요, 예

리기, 내용을 요

절을 지키면 모

약하며 듣기

두가 행복해요

요(6)

7.26

하게(2)

-대상의 내용 간추

2. 내용을 간추려

5

는 공간(2)

2

2

2. 느낌을 담아(4)

-사람들과

함께

피터와 늑대(감상)

생활하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기

1

1

2

0

2

0

0

0

0

1

-대상의 내용 간추

7.27
~

2

요(2)

2

~

2. 공손하고 다정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리기, 내용을 요

1

약하며 듣기

7.31

9. 우리가 함께하

~

는 공간(2)

10. 인물의 마음을

9.7

알아봐요(9)-어울 1
림프로그램

5

9.13

3. 지역의 공공 기 0
관과 주민 참여

9

~

4

과 느낌을 나타내

-주민 참여를 통

기

해 지역 문제를

3

9.20

~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9.27

결에
3

1

1.도덕 공부, 행복 2
한 우리
-도덕 공부, 무엇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의미를

2

보기

3.경 쟁 -도구

1

한글을 바르게 사

요?(1)
-도덕 공부, 이렇

2

(타악기
2

6
3. 나의 여행 이야

2. 느낌을 담아(3)
-타악기

을 어떻게 할까

참여하는

태도 기르기

함께

생활하는

기

-지역 문제의 해

글(7)
7

방안

2

생각하며 노래하

살펴보기

9. 자랑스러운 한
9.21

해결하는

2. 느낌을 담아(2)
-노랫말의

(7)

-만화를 보고 생각
9.14

1

-사람들과

-여행 경험을 주

만들어

연주)

루는
(10)

기(4)

놀이공원

로 공을 다

2

제로

평면과

체로 표현하기

입

2

게 해요(1)

용하기
합계

월

95

46

15

31

32

46

교과

주

국어

사회

도덕

음악

9.28
9

~

0

10.4
10.5
~

4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는 태

3

2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는 태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도 가지기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

-혼자 가면 어려워요

3. 즐겁게 신나게(1)
1

-함께 가는 길을 찾아요

-촌락과 도시 사이에서
2

0
5. 하나가 되는 우리(3)

1

모습(7)

도 가지기
3. 바르고 공손하게(3)

10.18
10.19
~

1

3. 바르고 공손하게(3)

10.11
10.12
~

0

-마을을 더 가까이 해요/
0

류를 조사하고 이들 사

함께하는 마음을 다져요

0

이의 상호의존 관계 탐
0

2

구하기

1

0

0

0

10.25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10

요.(10)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어울림프로그램(2)

~
11.1

모습(1)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10.26

-촌락과 도시 사이에서

7. 독서감상문을 써요-온작품
13

읽기(3)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
의 내용 간추리기
-이어질 장면 상상하기

1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
류를 조사하고 이들 사
이의 상호의존 관계 탐
구하기

-생각과 느낌 다양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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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퀸트 모음곡

게임

하기
+ 그림책(문화의 다양성)
7. 독서감상문을 써요-온작품
읽기(12)
11.2
~
11.8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

다양성(7)

의 내용 간추리기
12 -이어질 장면 상상하기

1) 사회 변화로 나타난
7

-생각과 느낌 다양하게 표현

일상 생활의 모습

3. 즐겁게 신나게(1)
1

0

-페르퀸트 모음곡

+ 그림책(할머니의 기억

하기

은 어디 갔을까?)

+ 그림책(문화의 다양성)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11

~

상(6)

다양성(8)

11.9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0

8

11.15

6

이해와 존중

3. 즐겁게 신나게(4)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

+ 그림책(엄마 등에 업
혀서, 넌 누구야?)

을 수용해야하는 이유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음
4

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 문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

연주하기

도 가지기
3. 즐겁게 신나게(4)
-여러 나라의 지역의 축

11.16
~

0

0

4

0

제에서 음악이 활용되
는 예를 찾아보고 느낌

11.22

발표하기
11.23
~

3. 바르고 공손하게(1)
1

11.29

2

3

+

3

1

+

3

4. 이야기 속 세상(9)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아름다운 우리, 함께 만들

4. 함께 나누며(2)
2

-리코더 연주

제활동에서 선택의 문
1

제가 발생함을 파악하
고,

12.28

시장을

0

중심으로

3

등 경제활동 설명하기

1
4. 함께 나누며(3)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5

-의식과 음악

어 가요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

12.27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5)

4. 함께 나누며(2)
2

길(2)-어울링프로그램
1

교환(7)

1. 이어질 장면을 상상해요(5)
9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

애

니메이션 음악

길(1)-어울링프로그램

구하기

-강강술래놀이마당,

아요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나누어요
7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

4

아요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이의 상호의존 관계 탐

12.21

~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

- 아리랑 노래부르기
3. 즐겁게 신나게(4)

길(1)-어울링프로그램
1

1. 이어질 장면을 상상해요(5)
독서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12.20

~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류를 조사하고 이들 사

나누어요
5

12.14
~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는 태

독서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12.13

12

모습(7)
-촌락과 도시 사이에서

도 가지기

12.7

2

0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3. 바르고 공손하게(2)

12.6

~

1

도 가지기

11.30
~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는 태

3.. 즐겁게 신나게(2)

-리코더 연주

길(2)-어울링프로그램
1

1.3

-아름다운 우리, 함께 만들

2

어 가요

5. 의견을 드러나게 글을 써
요(12)

1.4
~
1.10

19 -주제에 대한 의견쓰기
8. 생각하며 읽어요(7)

0

0

0

0

0

6

0

0

0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1.11
1

~

8. 생각하며 읽어요(5)
5

1.17
1.18
~

4. 함께 나누며(6)

1

봐요(1)
-내용 요약하며 듣기

2.15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0

6

1.31
2

-우리들의 난타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

1.24
1.25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1

교환(9)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

3

제활동에서 선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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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나누며(2)
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

1

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요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
5

길(1)

1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며 자원에 관련된 노래

제가 발생함을 파악하
~

봐요(5)

2.19

고,

-내용 요약하며 듣기

시장을

길(1)

중심으로

-아름다움 사람이 되기 위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설명하기

합계

월

90

46

주

미술

9

~

0

15

1

10.4

31

교
창체

체육
1. 건강(1)

9.28

-여가 활동과 건강

수학
5. 꺾은선 그래프(1)

동 아 리-9 /28
2

의 관계

(월)-3,4교시(2)

1

과학

-꺾은선 그래프 알
아보기
5. 꺾은선 그래프(5)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내용 알아보기

10.5
~

주하기

해 꾸준히 노력해요

1. 건강(2)
0

2

10.11

-꺾은 선 그래프를

-건강을 위한 걷기

0

5

그려보기
-자료를

1. 식물의 생활

조사하여

- 잎의 생김새에 따

꺾은선 그래프로 나

라 식물을 분류하

타내기
5. 꺾은선 그래프(4)
8. 빛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움(2)

10.12
~

1. 건강(4)

-빛 탐색하기, 그림
2

10.18

자로 표현하기, 빛으

4

-플라잉 디스크 즐

3

기기

로 공간 꾸미기, 아

학급 학생회 조직

어디에 쓰일지 알아

-10/12(월)-2교시

보기

(1)

9

동아리-10/12

- 들이나 산에 사는
10

-그래프 해석하기

식물 알아보기
- 강이나 연못에 사
는 식물 알아보기

2. 삼각형(5)

(월)-3,4교시(2)

름다운 빛 감상하기

10

기

-꺾은 선 그래프가

- 사막에 사는 식물

-분류활동을

통해

이등변삼각형,

정삼

알아보기
- 식물의 특징을 활

각형 이해하기

용하기

‘엄마사용법’
온
10.19
~

책읽기-10/21

2. 삼각형(4)

(수)~10 /23(금)
2. 도전(2)
0

2

10.25

(11)

-매트와 친해지기

13 다문화

체험학습

4

-분류활동을

통해

직각삼각형,

예각삼

각형, 둔각삼각형 이

-10/22(목)-3교시

해하기

(자율1 동아리1)

4. 사각형(4)
10.26
~

2. 도전(2)
0

2

11.1

-앞 구르기, 뒤 구르

동아리-10/26월
2

기

4

-3,4교시(2)

-분류활동을 통해직

2. 물의 상태 변화

사각형,

정사각형,

- 물의 세 가지 상

사다리꼴,

평행사변

태를 알아보기
- 물이 얼거나 얼음

형, 마름모 알고 성

이 녹을 때의 부

질 이해하기
11.2
~

피와 무게의 변화

2. 도전(2)
0

2

11.8

-손 짚고 옆 돌기

0

0

9

2. 도전(2)

변화 관찰하기

-평균대에서 이동하
11.9
~
11

- 수증기가

기
0

2

11.15

-평균대에서

동작

- 물의 상태 변화를

0

-3,4교시(2)

응결하

는 현상 관찰하기

동아리-11/9월
2

꾸미기
-평균대에서

알아보기
- 물을 가열할 때의

이용한 예 알아보

작품

기

발표하기
11.16
~
11.22

3. 나의 여행 이야기

2. 도전(2)

프로젝트 3: 다양

(6)

-뜀틀과 친해지기

한 모습을 존중하

12 -세계에서 내가 가
고 싶은 곳, 가 보았

2

-뜀틀 뛰어넘기
-뜀틀에서 구르기

4

는

나

–

11/19

(목)~11/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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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자와 거울
0

9

-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알아보기
- 불투명한

물체와

던 곳을 평면과 입
체로 표현하기
4. 개성 있는 캐릭터
(4)

투명한 물체의 그

-재활용품을 이용하

림자 비교하기

여 세계 여러 나라

- 물체 모양과 그림

의 캐릭터 인형 만
들기(엄마의

등에

- 프로젝트

-뜀틀에서 작품 발

업혀서)

- 손전등과 물체 사

회 준비 및 진

표하기

11. 내가 좋아하는

자 모양 비교하기

발표

이의 거리에 따라

행(4)

그림자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
(2)

하기

-다양한 나라의 미

- 거울에 비친 물체

술 작품을 탐색해보

의

고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그

이유

3

1.29

3. 경쟁(3)

동아리-11/23월

-농구형 게임과 친

-3,4교시(2)

해지기

6

진 로- 직업 체험 교

-친구들과 협력하는

육-11/26(목)-1~4

농구형 게임

교시(4)

11.30
3

12.6

해지기

는 것을 설명하기

-분류활동을 통해직
9

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

- 빛이 거울에 부딪
쳐 나아가는 모습
설명하기

형, 마름모 알고 성

- 우리 생활에서 거

질 이해하기
6. 다각형(10)

울을 이용한 예를
쓰임새와

-다각형과 정다각형

-축구형 게임과 친
0

가 바뀌어 보인다

4. 사각형(5)

3. 경쟁(3)
~

9

-친구들과 협력하는

-대각선 알기
-모양 만들기, 채우
기 해보기
4. 화산과 지진

3. 경쟁(4)
12.7

-축구형 게임과 친
0

4

12.13

해지기

- 화산에 대해

동아리-12/7월
2

-친구들과 협력하는

알아보기

5

-3,4교시(2)

- 화산 활동을
나오는 물질

축구형 게임
8. 빛으로 나타내는
12.14
~
12

3. 경쟁(3)

아름다움(2)

12.20

자로 표현하기, 빛으

3

로 공간 꾸미기, 아

~

7. 생활 속에서 찾은
2

12.27

-생활에서

활용된

4

활용하는

산

원리

-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주는
10

해지기
-전략을

미술 보고서 만들기

알아보기

이해하고

계산하기

-하키형 게임과 친
3

화강암의 특징

의 덧셈과 뺄셈 계

3. 경쟁(3)

미술(2)

- 현무암과

-분모가 같은 분수
0

하키형 게임

름다운 빛 감상하기
12.21

해지기
-전략을

알아보기

1. 분수의 덧셈(11)

-하키형 게임과 친

-빛 탐색하기, 그림
2

관련지

어 설명하기

의미 알기
0

축구형 게임

~

실제

고, 모양만 좌우

11.23
0

모습은

물체와 색깔이 같

말하기

~

크기기

달라지는 것 관찰

2
활용하는

2

-3,4교시(2)

피해와 이로운
점을 설명하기

동아 리-12/21월

- 지진이 발생하는
까닭 알아보기

하키형 게임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12.28
~

지진 피해 사례를

7. 생활 속에서 찾은

4. 표현(3)

미술(2)
2

1.3

-생활에서

활용된

3

-음악줄넘기 알아보

학급회의
1

기

미술 보고서 만들기

조사해서

12/30
3

(목)-1교시(1)

발표하기

2. 소수의 덧셈과 뺄

- 지진이 발생했을

셈(11)

때 대처 방법

- 소수 두 자리 수
범위에서

4. 표현(1)

1.4
~

1

0

1.11
~
1.17

2

기

1.10
1

-음악줄넘기 표현하

전교학생회

6

5. 상상하여 찍어내

4. 표현(2)

기(6)

-음악줄넘기 표현하

-자원을

2
재미있게

1/5(화)

조직

-2,3교시

0

(2)

0

기

뺄셈의 계산 원리

5. 물의 여행

이해하고

- 물이 이동하거나

기

0

알아보기

덧셈과
계산하

10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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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여

모노타이

프로 찍어보기
프로젝트 4: 소중
한 우리 자원 –

6.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4)

1.18
~

4

-연상,

상상하거나

2

- 게임 중에 일어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

1.09

1/20(수)~1/21(목)

5. 안전(2)

- 자원 관련 영화
7

는 안전사고

1

감상(3)
- 프로젝트

제 탐색하기

- 물이 순환하면서

발표

다양하게

회 준비 및 진

이용되는 경우를

행(4)
1.25
~

5. 안전(3)
0

3

- 안전사고

1.31

예방하

찾기

겨울방학식
1

고 대처하기

1/28

(목)-1교시(1)
ㅎ학년말

- 물 부족 현상을

3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기

개학식

2/15(월)-1교시(1)
2.15
2

~

5. 안전(3)
0

3

학년말

- 안전한 게임 활동

2.19

3

습관화하기

방학식

2/19(금)-1교시(1)
담임
한학년

4

선생님과의
마무리

2/19(금)-2교시(1)
합계

4

9

1

30

47

주
9.28~10.4

국어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10.5~10.11

-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기
- 예절을 지키며 누리 소통망에서 대화하기
-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 나누기

3

48

63

5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2학기)

- 공감하며 대화하는 까닭을 알기
2

50

10.12~10.18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음악

미술

3. 즐겁게 신나게 ‘별똥별’

8. 쌓고 겹치고 붙여서

- 노래를 듣고 가락의 느낌 이야기하기

-쌓아서 만든 경험 떠올리기

-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쌓아서 표현해보기
-입체 표현 방법 알아보기

3. 즐겁게 신나게 ‘같은 가락 다른 느낌’
- 두 악곡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아보기

-쌓아서 양감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기
-쌓고 겹쳐서 표현하기

- 여러 가지 매체 재료를 알아보기

10

4

10.19~10.25

- 두 악곡을 멜로디언으로 연주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관심을 3. 즐겁게 신나게 ‘기와 밟기’
- 한 배의 변화를 살려 메기고 받기 부르기
가져야 하는 이유 사례를 찾아보기

- 매체별로 주요 사례 요약 정리하기
- 사례 발표하기

- 기와 밟기 놀이와 비슷한 놀이 및 유래 알아보
기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까닭 알기
5

10.26~11.1

- 토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알기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 토의하기

1. 시간을 관찰해요
- 관찰할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 시각적 특징 고려하여 포스터 만들
기

3. 즐겁게 신나게 ‘나무의 노래’
- 쉼표가 있는 리듬꼴 살려 노래 부르기
- 빠르기의 변화를 살려 부분 2부 합창 하기

- 대상의 변화 파악하기
- 변화된 모습 살펴보고 그림으로 나
타내기
- 완성된 작품 발표하기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보기
3. 즐겁게 신나게 ‘천년만세와 수제천’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6

11.2~11.8

-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
은 점 알기
-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 읽기

‘천년만세’ 감상하기
- 삼현육각에 편성되는 악기의 음색을 구별하고
‘수제천’ 감상하기

-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3. 즐겁게 신나게 ‘관악기와 친해지기’
11

7

11.9~11.15

글 쓰기

- 관악기의 종류와 악기별 음색 알아보기

-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 고치기 - 관악기로 연주하는 악곡 감상하기
-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 학습
8

9

11.16~11.22

11.23~11.29

계획하기

12. 단단한 건축 이야기

- 줄풍류에 편성되는 악기의 음색을 구별하고 - 트러스 구조 건축물 알아보기

4. 함께 나누며 ‘기차를 타고’
- 셈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 부르기

* 독서 단원<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노래 일부분의 가락을 바꾸어 부르기
4. 함께 나누며 ‘칭칭이 소리’

-‘초정리 편지’로 온 책 읽기

-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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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세계의 건축
물 찾기
- 아치 구조 이해하기
- 아치 구조를 이용한 세계의 건축물
찾기
- 건축물 디자인하기
- 기본 구조물 만들기
4. 어제의 미술, 오늘의 미술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 작
품 알아보기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 알기

-신사임당,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을 통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 예측하기

- 다른 나라의 민요를 특징을 살려 부르기

-읽기 중 활동을 통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11

11.30~12.6

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
보기

모습과 문화 살펴보기
-한글의 창제 과정과 우수성 탐색하기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옛 사람들의 당시 생각 알
아보기
8. 우리 말 지킴이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우리말 사용 실

12

12.7~12.13

태 조사하기

3. 즐겁게 신나게
- 여러 가지 놀이를 엮어서 강강술래 놀이하기

7. 우리 그림 속 풍경

- 강강술래 놀이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수묵담채화의 특징 탐색하기

4. 함께 나누며

-수묵담채로 풍경을 표현하는 방법 알

- 우리 지역에 전승되는 국악 관련 문화재 찾기 아보기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 살펴보기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통해 여러 사람 앞에서

- 우리 지역에 전승되는 국악 관련 문화재 찾아 -붓펜을 이용해 수묵담채 표현하기
발표하기

발표하기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알리는 만화 그리기
12

4. 겪은 일을 써요
13

12.14~12.20

4. 함께 나누며 ‘여러 나라의 노래’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원어와 우리말로

-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겪은 일이 드러난
글 읽기

노래 부르기
- 다른 나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

-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알아보기
-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쓰기
14

12.21~12.27

-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16

12.28~1.3

1.4~1.10

- 세를 살려 노래 부르기
- 노래를 부르며 소고 치기

1.11~1.17

- 육면체의 특징을 활용하여 평면에
- 육면체의 특징을 활용하여 입체로
표현하기
- 작품과 독특한 점과 조형 원리 이야
기하기

- 어린 만세꾼 읽기
- 시대적 배경 생각하며 책 읽기

- 2. 느낌을 담아

- 독립 선언서 낭독하기

- 이야기의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 작품이 쓰여진 과정 알아보기

- 친구의 발표 보고 의견 나누기

- 인상적인 부분 표현하기

-

* 연극 단원<함께 연극을 즐겨요>

- 3. 즐겁게 신나게

7. 우리 그림 속 풍경

- 연극의 특성 알아보기

- 마음에 드는 노래 정하기

- 인물 명암 표현하기

- 독립운동가 연극 준비하기

- 노래 가사 바꾸기

- 서예로 ‘대한 독립 만세’ 표현하
기

현하기
17

- 육면체로 조형 원리 탐색하기

* 독서 단원<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독립운동가가 되어 생각을 몸짓으로 표 - 노래 녹음해보기
1

- 겨냥도와 전개도 이해하기

표현하기
4. 함께 나누며 ‘상모야 돌아라’

- 우리 반 글 모음집 만들기

15

10. 도형에서 찾은 원리

8. 쌓고 겹치고 붙여서

- 다른 친구들의 연극 감상하기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 토론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기

- 환조 부조 알기
4. 함께 나누며 ‘음악으로 듣는 이야기’

- 독립운동가 소조 만들어보기

- 글을 읽고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해 - 등장인물을 묘사한 주제 가락을 듣고 연주하는
18

1.18~1.24

보기

느낌 이야기하기

- 토론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 주제를 정해 토론하기
19

1.25~1.28

- 장면을 구별하여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이야기
하기

- 글을 읽고 독서 토론 하기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13. 현대 미술과 대화하기

-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기
2

20

2.15~2.19

-현대의 미술 재료 알아보기
1. 마음을 열며 ‘꿈을 찾는 음악’

-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기

-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살펴보기

- 글을 요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 관심있는 직업을 한 가지 골라 조사한 후 음악

-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직업인 인명 사전 만들기

-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기

9

1

주
9.28~10.4

2

10.5~10.11

과학

2. 생태계와 환경
- 환경 관련 용어 조사하여 발표하기
- 기후 변화의 원인 알기

10.12~10.18

-새로운 재료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기

창체

-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알기
3

-미술과 대화하며 감상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기후변화에 관심갖기
10

-현대 미술 작품을 보고 느낌 나누기

보건 수업(1),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해결방법 토의하기

학급학생자치회조직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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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1)-2학기 동아리 계획하기
보건 수업(1),
4

10.19~10.25

동아리활동(1)
학년특색활동(1)-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하기
-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
- 친환경 도시 설계하기
5

보건 수업(1),

10.26~11.1

동아리활동(1),

학년특색활동(2) 프로젝트 수업 캠페인 활동하기

보건 수업(1),
6

11.2~11.8

5. 산과 염기

동아리활동(1)

-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기

학급학생자치회활동(1)

- 지시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기
7

11.9~11.15

-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변화를 관찰하기

보건 수업(1),
동아리활동(1)

-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11

8

11.16~11.22

보건 수업(1),

관찰해 용액의 성질 변화를 알아보기
-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
찾아보기

9

11

보건 수업(1),

11.23~11.29

11.30~12.6

동아리활동(1)

동아리활동(1)
2. 날씨와 우리 생활

보건 수업(1),

-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동아리활동(1)

- 이슬과 안개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학년특색활동(3)프로젝트 수업 -민속놀이 체험하기, 도장 만들기,

- 구름, 비, 눈의 생성 과정 알아보기

텀블러 만들기

-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이 부는 까닭을
알아보기
- 지면과 수면의 하루 동안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
12

12.7~12.13

-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누는 바람의 방향을 알아보기

보건 수업(1),
동아리활동(1)

-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공기 덩어리와 관련지어
알아보기
-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12

13

보건 수업(1),

12.14~12.20

동아리활동(1)

4. 물체의 운동
-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물체의 운동을
14

12.21~12.27

나타내기

보건 수업(1),
동아리활동(1)

- 우리 생활에서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와 느리게 운동하는
물체를 찾기
- 우리 생활에서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과 빠르기가 일정한
15

12.28~1.3

16
17

1.4~1.10
1.11~1.17

보건 수업(1),

운동 찾기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여러 가지 물체의 빠르기를 물체가

학년특색활동(3) 프로젝트 수업 영화 감상하기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비교하기
-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여러 가지 물체의 빠르기를 물체가

1

이동한 거리로 비교하기
18

1.18~1.24

- 속력의 뜻과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물체의 속력을 조사해 비교하기

보건 수업(1),
전교학생회조직(2)

- 속력과 관련된 안정장치와 안전수칙을 조사해 발표하기

2

19

1.25~1.28

보건 수업(1)

20

2.15~2.19

직업체험교육(2)- 일과 직업의 의미 이해하기

- 153 -

5
월

6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주

국어

4.13
~

3

4.19

사회
1. 우리나라의

4. 주장과 근

판단해 1

거를
요
태와

~
4.26

주장

-논설문의 특
성 알아보기
성과

3

악하기

2
3. 짜임새 있

민주화 과정

-공식적인 말

을 살펴보며

상황을

~

6

-자료를 활용
해 우리 지역

2

부 실천하기

민주주의
-우리 지역의

한 근거를 들

문쓰기
2.

이야기를

간추려요
-이야기 속 사 2
건의 흐름 살
펴보기

중요성

실천해보기

하기

4

-가족
봄의

필요성

3. 안전한 생활
문화의 실천

품 감상하기
2

2

-안전과

위생

을 고려한 건
식사의

의미 알기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1

2

산>
-우리나라의

2

그 3
리기 위한 관
찰표현을
해하고

이
과일

그려보기

을 그려요>

연계, 예: 오

-노랫말 바꾸

창

후기리 1
소각장 등)

2

어 부르기
-바람

-민주적 의사

만들어 넣어

결정의 방법

노래 부르기

를

어우러지

게

배치하여
표

현하기

소리

구 3

-정물화의
도와 배치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이
나 해결해야 1

인하기

표현

-식품 보관 방

이헤하기

법 알기

요소

-안전하고

이해하고 주

생적인

제 표현하기
-창작

품 만들기
-다양한 주제
표현

2

꾸는

하기

<금강산>

통일한

국
-통일한국을
예상해보고

2

형식
-셈여림의 변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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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비례와

동세 3

에 대하여 알
아보기

만들기

계획 및 준비
-북한

지역의

음식

조리하

-조리 도구 정
리하기

생함
2

지역의

음식

기

6. 순간의 생

-작은 세도막

-북한

하기

활동

고 감상하기
5. 우리가 꿈

위
조리

방법 익히기

과정

이해하고 작

-작품 발표하

과 원리 알
아보기

-주제

알

아보기
-식품 표시 확

4. 표현

-표현
재료

정물화로
2

2

위
식품

선택방법

그려 볼까?
-실감나게

-다양한

(*국어3단원

생적인

10. 실감 나게

우리 문화유

<내 손은 바람

정하는 과정

구성원

이해하기

강한

점 발표하기

할 문제점을

이해

간 배려와 돌

자세

2

야 할 문제

3

이해

-가정생활의

획을 세우고

고 서로의 작

이나 해결해

판단해

타당

하기

습하기

-필요한 시설

장에게

공통점

강을

위해

가족

가정생활

동안 내 건

-산도깨비 연

해 발표하기

을 위한 논설

5.31

법 익히기

의

-작품 발표하

-단소의 운지

-재능나눔, 기 1

이해하기

등)

소개하기
<단소오름길>

산 감상하기

어 우리 마을

8

들의

기

의 문제 해결

~

르기

할 문제에 대

-지방자치단체

5.25

콕하는 우리

례 찾아보기

음악문화유

요

5.24

로 바꿔 부

2 )일 상생 활과

해결해야

거를

5

의 여러 사

알아보기

4. 주장과 근

~

슬기롭게 집

특징 알아보

의

5.18

작하기(예: 1

가족의

-다양한

시민의 역할

발

표준비하기

5.17

민주항쟁, 1
그
이후의

기획하고 제

돼지책
관계 및 역할

신체활동 계

니메이션을

커다란포옹,
-나와

-온라인 학습

는 말붙임새

란?

활동

기

-스톰 모션 애

-나의 노동요

-신체

활동알아보

단에 어울리

2

-진정한 봉사

6월

게 구성해요

살펴보고

5

운동,

는 글 쓰기

한 이유

2

<건강>
중심의 여가

-나눔과 봉사

19 등)

5.1 8민주화

-마음을 나누

기

-노랫말과 장

(주제: 코로나

-4.19혁명,

계획하기

특징 탐색하

래>
리

-봉사가 필요
1

<거문도뱃노
-육자배기토

상

참여

글로 쓸 내용

하기

뜻해지는 세

발전과 시민

정해

6

이 모여 따

1) 민주주의의

관련된

인물을

2. 작은 손길

한

기

-애니메이션의 3
종류와 특징

니메이션의

국가 기관의
2

* 온작품읽기:

-스톱 모션 애

래 부르기

가족의

관계>

보기

호흡으로 노

노력

<나와

에 대해 알아

-바른 자세와

국

역할 정리하

살려 노래부 2
르기

일 찾아보고

-코로나 19 사
태와

2

로나 19 사

법원이

황과 목적 파

5.11

이션

-국회, 정부,

-글을 쓰는 상

5.10

찾아보며 코

찾아보기

요

~

명을! 애니메

림의 변화를

가의

누는 글을 써

5.4

특징과 셈여

역사회,

판단

9. 마음을 나

4

-뉴스 기사를

기 위한 지

하기

~

11. 사물에 생

태를 해결하

표현의

적절성

5.3

나를 소개해요 1

-여린 내기의

알아보기

-내용의 타당

4.27

1

실과

<봄오는 소리>

기관의 역할

살펴보기
7

컵타, 시 노래

정치발전

체육

원리와 국가

관련한

다양한
4.20

미술

3) 민주정치의

-코로나 19 사

4

교과
음악

도덕

2

(*평화

프로젝

트 연계)

분단으로

알아보기

구조

를 통해 최

생각하며

종적으로 선

요약하는

~

6

법 알기

3

-이야기를

6.7

읽

5

람직한
-남과

통일 2
대해

방법에
알아보고

통

필요한

의 관계를 살

노력

살펴보

극본의

특성

이해하

기
표

현하기
-극본

1)

하고 음악적

2

낭독하

하여

-굿거리장단 2

특징

하기

작품

-부분
2

2부합

의

어울림 2

-실로폰으로
합주하기

저축,

프레드릭(그
6.22
~

4

6.28

팝콘교실·Z
교시(동시집)
1.

비)의
3

-우리나라 경

지 알아보기

제

표현

-우 리 나 라 의

법 알기
으며

산업 변화 :

읽

무역

감상하

변화,

기

7

~
7.5

4

적 표현 찾기
8. 인물의 삶
을 찾아서
-동시 속 인물
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

의 삶과 관련
짓기
-동시 속 인물
소개하기

물품
시대

에 대해

알

아보기

2

-공정한 생활

연계 : 그림 1
책 만들기)
-우리나라 경

성하기

·태권도 동작
대해

에

·태권도의 공

단에 어울리

필요한

의

-공정이 무엇
생각하

며

공정한

특징
3. 경쟁

알기

판단내리기

-인터뷰한

-공정한 세상,

른들의

<섬마을>
-6/8박자의
리듬꼴과
2

6

박자 지휘법
익히기
-노래를 듣고
형식 구별하

2

어
이야

-배구형 게임
알아보기
-공

기를

그림책

으로

표현하

받고

기 위한 계획

주기

세우기: 줄거 3
리 구성, 표
현방법 등

넘기고
이어

-빈 곳을 찾 2
아 공격하기
-역할을 나누

소개

어 수비하기

정, 그 속에

하고 서로 감

-서로 배려하

서

상하기

제 성장 과

기

나타난
노동자의

권리,

며

배구형

게임하기

문제점 알기
:

-그림책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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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기

그

림책의

공정무역

2

그림책

살펴보고

손바느

법 익히기
-간단한

만남(*사

-여러

짓는
확인하

-단추 달기 방

젝트 연계)

래 부르기

인지

겨루기 하기

방법

기

방어

회 경제 프로

로 바꿔 노

원리 알기

7. 글과 그림 3

끝매듭

질 방법 익히

기술 익히기

2

-시작매듭과

-기초

·태권도 약속

-노랫말과 장

사용

기

이용한

놀이하기
격과

는 말붙임새

터뷰(*미술
3

해 비평문 작

리

별 어른 인

-동시 속 비유

6.29

성장의

특징

의 의미와 방
-동시집을

1

정 살펴보기

무엇인

-비유적

역할

경제성장과

표현
-시가

2. 도전

을

도

특징과

법 익히기

-멋지게 휙휙, 2
태권도

3

-육자배기토

-공정한 생활

-우 리 나 라 의

비유하는

안전한

<둥당기타령>

활

소

알아보기

선택

이해하

구의

토론하기
4. 공정한 생

소비자,

윤리적

림책)

미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손바느질

요

가치에

-경제주체(기
업,

조사하

심있는

-옷을
기

-미술작품의

돈의 가치
* 오작 품 읽 기 :

2

소를 알고 관

느끼기

소득,

소비,

문화의 실천

도전하기
3

미술

-비평문의

창으로 화음
1

:

작품
-다양한

<뻐꾸기>

-돈이 궁금해
요

미술

기

-시장이 궁금

6.21

로잡는

3. 안전한 생활

·표적 올림픽

4. 눈길을 사

장구로 연주

해요

표적

맞히기

경제체제의

인가?
3

굴려서

·도구를 사용

기
<늴리리야>
2

2

맞히기
표적 맞히기

놀이활동하

-경제란 무엇

4

3

·공

을활동

6.15

낌 살펴보기

·던져서 표적

특징 찾아보

-경토리

우리나라 1

-표적 맞히기

와 동세, 느

-교실 속 마

기(낭독극)

~

노래를 감상

2. 도전
비례

-전해져 오는

경제발전
3

하기
-작품의

기

기

2. 우리나라의

동세

느껴지도

록 작품 제작

행사에

-북한 지역의

북이

약속한

가

모두 함께>

과정알기

-투표 결과를 1
반영해 일상

-비례와

게
<학교

통일

이루기

피고

연계)
3.즐겁게 신나

바

위해

극본으로
6

화 프로젝트

찾아보고

천 활동하기

-몽실언니를

6.14

기(*사회 평

일을

-연극과

~

노래 찾아보

극본

<연극단원>

6.8

예
일들

통일방법을

생활 속 실

고 요약하기

불러보기
-북한 지역의

-다른 나라의

정하기

방

후

의사결정 원

-투표와 선거

6.1

통일
상되는

실천해보기

를

문제점,

에서 민주적
리를 깨닫고

-이야기

인

한

생활
제작하

-비유적

표현

과 부채, 세

을 사용해 자

금
-우 리 나 라 와

신의 삶이 담
긴

어린이시

세계

쓰기
* 온작 품 읽 기 :

-친구들과

~

4

읽으며

생각을

7.13
~

코로나

구조

이후

이

리는

연

7.19

추구 1

-인물이
하는

가치를

자신의

역전쟁,
정무역

계)

해하기
이해하고

<현악기와

까닭,

친

고의

해지기>
1

2

류

에 대해 알아
2

-다양한 현악
기의

특징

제를

이해하기

정보를

행동

-생활 속 이미
지에 담긴 정
3. 즐겁게 신

방

-정보 그림 구

<풍물놀이>

를 활용해 글

성 요소 살펴

-풍물놀이 영
3

1

보기

상 감상하기 2
-풍물놀이 구

로 알리고 싶
만

-우리 말 사용

주해보기

실태를
로

사회 연계)

만들기

-속담을

-작품에

사용

-다양한

~

뜻을

알기
-속담을

7.31

보기

상황
쓰이는

속담의
2

나타

난 정보 찾아

하는 까닭

7.27

7단원

연계)

용해요

에서

주제

정보그림

(*국어

5. 속담을 활
3

필요 2

들기

-사물악기 연

들기(* 미술,

-학교에

한 화살표 만

성 알아보기

은 내용을 영
상광고로

보 찾아보기

나게

법을 알며 이

주제

담아

요

드러나

-경제를

공익광

고 만들기
8.
이미지에

짐작하기

7.26

주제로

정해

읽기

경

광고내용을

지 않은 내용

~

3

보기
-우리나라

해요

2

광

아이디

어 발상 방법

-현악기의 종

원 연계)

7.20

광

-공익광고를

삶과

-추론하는

2

고의 효과 이

6.내용을 추론

에서

3

살펴보며

만들어

표현하기

관련짓기(8단

-말이나

연

광고를

-여러

세계

공

경제

악 비교하며 2

작

19

광고

(*사회
프로젝트

-어울리는 동

일본과의 무

계활동)
6

무

직이는

대의 반주음
감상하기

경제가 흔들

요약하

기(2단원

2

-무역 갈등 :

연계활동)

야기

1

놀이
역의 특징

기(독서단원

생각하며

까닭 : 무역
-우리나라

나누

-이야기

-학무와 연화

-무역을 하는

책

을 함께 읽고 3
깊게

7.12

무>

기

러 갑니다

2. 마음을 움

<학연화대합설

교류 살펴보

우리는 돈 벌
7.6

여러

나라의 경제

해

활용

상황

의미를

속
전달

하는 더빙 영
상 제작하기
7.우리말을 가
9.7
9

~
9.13

4

-우리말
실태
기

사용 2
알아보

2. 지속 가능한

-‘별달거

꾸어요
1

리’를 사물
악기로 연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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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

2

1

-친환경

농업

의 역할 이해
하기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

하기(* 수학,
미술
여

연계하
정보그림

으로)
-올바른

우리

말 사용을 위
한

마음다지

기(4단원

연

-친환경

계 논설문 혹
은 우리말 사

기

례집)

-생활 속 친환

2. 느낌을 담
3. 짜임새 있

~

-자료를
5

9.20

해

활용

고

<우리가 만드

정보

를 조사해 발

는

표하기

업>

도덕

누는 글을 써

~

<제주도

수

6

9.27

-수학여행을
주제로

마음

여행
5

프로젝

트>

2

2

-제주도 무역

쓰기

-자화상

프로젝
2

-제주

94

47

민요

-미술가들의
살피며

31

31

교과
월

주

수학

4

1

과학

영어

자율활동

~

-각기둥과
5

4.26
4.27
~

기둥의

각
구성 2

각불 1
의 구성요소
3

5.17

-자연수 ÷자연 3

~
5.24

6

수
3. 소수의 나눗
셈
-소수÷자연수

지구

I Can!, Look and

-지구의 자전 알

2

Listen,

Listen

and

-하루 동안 태양 2
달의

Listen
Read

는 까닭 알아보

and

Do,

Listen and Play

위치

-낮과 밤이 생기

Repeat,

and

Talk,

Read and Write,
3

Sounds

and

Letters, I Can!

-계절에 따라 보

나타

-대분수 ÷자연

Grade

아보기

를 분수의 곱
내기

What

-지구의 공전 알

-분수÷ 자연수
셈으로

1.

Are You In?

기

-분수÷자연수

5.18

2

알아보기

수

5

달의

와 달

과

셈
6

지구와
운동(11)

아보기

각

뿔의 전개도
1. 분수의 나눗

5.11

2.

-움직이는

-각불과

-각기둥과
3

5.10

~

1

요소
1

5.3
5.4
~

2. 각기둥과 각
뿔

4.19
4.20

이는
3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3

알아보기
-여러

날

안하기

운동

3

에서 안전하 3
게 체험활동
계획 세우고

자신

실천하기
47

32

창의적 체험활동

4.13
~

가능한

생활 실천 제

-수학여행지

표현방법을

알기

15

분 만들기
-지속

게 이용하기

살펴

보기

을 탐색하기
합계

2

시설 안전하

습>

수학

트>

-제주4.3

을 나누는 글

-학교

<내 마음의 모

여행

기

알아보기

만들기

<제주도

안전알아보

재활용

으로 실내 화

설 안전사고

위해

실천해보기

하기:

활동

-학교 운동시

램을 활용해

계획세우고

수학

3

뮤직비디오

실천을

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

-나눔과 봉사
9. 마음을 나

9.21

야외

노래를 정하
2

1

경 농업 체험

-운동시설과

-주제에 따라

수학여행 3

답사지

5. 안전

아

게 구성해요
9.14

농업

의 중요성 알

2. Do You Know
Anything

About

Hanbok?
동안

달의 모양의 변
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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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학식에
참여하기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의 변
화 알아보기
-지구와 달의 운
동 모형 만들기
3. 여러 가지 기
-자연수 ÷자연

5.25
~

3

3

-몫의

5.31

소수점

3

3

3

3

보기
-이산화탄소

성

3

질 알아보기

6.14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and

1

-27일: 학급자치
활동

Letters, I Can!

-산소 성질 알아

6.7
6.8
~

거품 3

-부글부글
만들기

위치

6.1
~

수

Read

체(12)

-압력이

변화에 3
따른 기체의 부

3. When Is Earth

2

동아리day

2

동아리day

2

동아리day

-1일, 3일: 보건 2

동아리day

Day?
4.

How

Much

Are These Pants?

-10일: 보건
3

-12일:

만남의

날(2)

피 변화 알아보
6.
6

부피와

6.15
~

3

6.21

기

직육면체의

-온도의

겉넓

이
-직육면체의

3

-공기를

알

아보기
~

3

겉넓이
-여러

입체도

6.29

형의

부피구

~

하기

3

3

아보기

-비 알아보기

-뿌리의

-17일, 19일: 보
건

Wrong?
and

2

-24일, 26일: 보
건

Talk,

Read and Write,
Sounds

and

2

Letters, I Can!

생김새

아보기
-줄기의

사용

되는 경우
알아

-수학으로

환 3

생김새

와 하능 일 알

6. I'm Going to

아보기

Go on a Trip

-잎이

보기

7.12

2

와 하는 일 알

알아보

-백분율
3

생김새 3
와 하는 일 알

What's

5.
Read

-뿌리의

4. 비와 비율

-비율이

~

3

찰하기

기

7.6

기능(11)
-식물의 세포 관

7.5

-비율

Play Together

이루는

알아보기
4. 식물의 구조와
3

6.28

Think and Write,

여러 가지 기체

-직육면체의

6.22

피 변화 알아보 3
기

부피구하기
-제곱미터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

하는

일

알아보기

I Can!, Look and
3

-잎에 도달한 물

경 읽어보기

and

알아보기
-꽃의

7

Listen,
Listen

생김새와

Listen 2
Repeat,
and

-8일, 10일: 보
건

2

동아리day

Do,

Listen and Play

하는 일 알아보
기
-열매의

생김새

와 하는 일 알
아보기

~

6

3

7.19

4

3

7.26

-우리

7.31

~

하기

3

생활에서

볼록렌즈
3

5.

여러

그래프

가지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and

-15일: 보건
3

Letters, I Can!
6. I'm Going to
Go on a Trip

2

-볼록렌즈를

Reading Time 2

2

이용
이 2

만남의 2 동아리day

-22일, 24일: 보
건
-27일: 학급자치
활동
-27일: 여름방학
식

알아보기
2

-17일:
날(2)

사진기로

물체 보기

~

9

과한 햇빛 관찰
-간이

7.27

9.7

-볼록 렌즈 특징 3
알아보기
-볼록 렌즈를 통

7.20
~

Read

5. 빛과 렌즈(11)

7.13

Culture Project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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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학식
-9일, 11일: 보

-그림그래프

9.13

용하여

-띠그래프
9.14
~

해석 2

-그래프

9.20

하기
-우리말
조사

미술

3

결과를

연계활 2

비교하

59

주

1 ~10.
4

World!, Review, I 3

아보기

Can!

속에

11

인물의

삶을

살펴보기
-인물의

삶과

자기 삶을 비
10.1
3 2~10

교하며

4

.18
10

10.1
4 9~10

6

.25

10.2
5 6~11

4

.1

11.2
6 ~11.

6

8

11
11.9
7 ~11.
15

5

자기

며

사용하

주변

정리

잘 하기

26

도덕

14

실과

4

체육

<나다움>

화음을 이해하

1. 내 삶의 주

고 노래로 주
2

2

-각 대륙에 속

-자주적인 생활

주하기
< 표현> 노래에

아보기

알아보기
3

-순발력
-민첩성

어울리는 셈여
2

-평형성
-체력 운동 계
4. 소통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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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바꾸어

획 세워 실천

한 나라
-나의 꿈 목록(*
3 ー세계 여러 나 0
2 프트웨어
3 하기
국어연계)
- 연극의 특성
-일상의 문제를
라의 면적과
(*창체와 연계
을
생각하며
절차적으로 해
모양
하여 플래너
낭독극
극본
결하기
-세계 여러 나
작성을 통한
만들어 공연해
-프로그래밍
과
라 소개하기
자주적인 습관
보기
정 알아보기
1
-세계의 다양한
기르기)
-글을 읽고 글
-프로그램은 어
기후
1
2 떤 구조로 만
쓴이의 생각을 1
-기후에 따른
3. 나를 돌아보
2. 도전
파악하고 자기
들어질까
사람들의 생활
2 -씨름의 기본
는 생활
생각을 비교하
-프로그래밍으
모습
-올바르게 산다
자세 익히기
여 나타내기
로 문제를 해
-환경에 따라
는 것의 의미
-씨름의 기본
결해보기
달라지는 세계
와 중요성을
기술 익히기
4
1
4
3
여러 나라 사
알아보고 올바
-씨름 경기에
람들의 생활모
른 삶을 시천
도전하기
<나다움>
2
습
하기 위한 도
*온작품읽기: 불
3. 경쟁
-다양한 사람들
덕적 성찰 방
량한 자전거
-족구형 게임
의
생활모습
1
1 법 찾기
2
여행, 원더
1 알아보기
이해하고 존중
-실천하고 싶은
[독서단원](6), 1
-공 넘기고 받
하기
성찰 방법 한
단원(11), 8단
고 이어 주기
-우리나라와 이
가지를 선택해
원(8), 6단원(6)
-빈
곳으로 공
웃 나라 사람
실천하기
-작품 속 인물
보내기
들의 생활 모
-도덕적으로 더
이 추구하는
-서로 배려하며
4 습 비교
0 나은 내가 되 2
3
삶을 파악하고
족구 게임하기
-우리나라와 이
기 위한 마음
자신의 삶과
-배드민턴형 게
웃 나라의 교
다스리기
비교하여 자기
임 알아보기
류 모습 살펴
생각 표현하기

림을 표현하며 0
우쿨렐레 연주
하기
< 표현> 가락의

-협응성

활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우쿨렐레로 반

-운동 체력 알

러나라의 자연 1 -자주적인 생활 2
과 문화
실천하기
-세계의 여러
-자기 삶의 생
대륙과 대양

혀 가락에 어 0
울리는 화음을

1. 건강

의삶
1단원. 세계 여

미술

요 화음을 익
1

*그레타 툰베리
<세계시민>

0

음악
<표현> 주요 3

슈퍼거북

- 품 속 시대배
4

롭게 참여하기

1 * 온 작품읽 기: 2

0

[5단원](10)

2 ~10.

2 깨끗이

인은 바로 나

[연극단원](5),

경을 파악하고

-수학여행 장소

둠원들과 조화

-25일: 보건
43

[ 독서단원]( 5) ,

10.5

청소하며

<수학여행>

(2)

있는

사회

실언니

끗이

정리하기

프로젝트에 모

Hello,

아가는 방법 알 3

43

*온작품읽기:몽

-학교 주변 깨

물체 보기

국어

2

2

-21일: 수학여행

의 경계에서 나

9.28
9

동아리day

여하기(2)

Project,

-물

기
합계

프리즘

-빛은 공기와 물

-여러 가지 그
래프

적극적이며 정 2
정당당하게 참

떻게 될까요?

나

동)

9.27

Culture Project 1 3

을 통과하면 어

타내기(*국어,

9.21

<운동회>

-18일: 운동회에

-빛과 렌즈로 놀 2
이하기
-햇빛이

실태

그래프로

~

들기

-원그래프
3

건
-16일: 보건

작품만

노래 부르기
2 -부분 2부 합창 2
을 하며 우쿨
렐레

소리의

어울림 느끼기
<표현>가을 들
판 노래의 가
락 일부를 바
3

<나다움>
꾸어 노래부르 2 내 마음의 모습
기
-나의 특징을 다양
<표현> 국악 도
움소
<표현>

악곡을

통해 장음계와

2

하기
-자화상 그리기

3. 지구를 구해줘!
단음계를 구별 2
-초등학교 6학년
하고 연주하기
생활을 주제로 한
<표현> 단음계
를

이해하고

노래 부르기
3 <표현> 국악 평 2
시조

‘동창

이’
< 표현> 조성의
변화를 느끼며
노래를 부르고
2

한 방법으로 탐색

우쿨렐레로 코 2
드 변화를 살
려 연주하기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 구상 후
촬영하기

<감상> 세계 여

가치관 나타내

러 나라의 민

기

11.1
8 6~11
.22

-나의 꿈을 작

요를 듣고 음

품으로 표현하

악의 특징 발

기(*도덕연계)

표하기/

6 -영화 ‘원더’ 1
를 자신의 경

1

2

3

3

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
-외모지상주의,

9 3~11

녀성차별을 인
5

.29

지하고 비판적 3
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11.3
11 0~12

6

.6

3

2
-셔틀콕 넘기기

당성과 표현의

인문환경 알아
3

광고

물놀이 감상하

하기

하기
2단원. 관용 표
12 ~12.

5 -여러 관용표현 3

1

2

3

2

절하게 활용해
12

12.1
13 4~12

3

.20

12.2
14 1~12
.27
12.2
15 8~1.
3

1
16

1.4~
1.10

효과적으로 말 1

1

2

<세계시민>

<세계시민>

는 지구촌

-개인

정보와

3

적절성을

살려 뉴스 만
들기

음악이

주는 2

다래 타령
<표현>학교

-창의적인 제품 1

력 조사하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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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씨
성 알기
-판본체와 궁체의
필법 차이 알기

행

사에 참여할
노래, 악기 연 0
습하기

-서제의 필법 이해
하기
-파란 하늘 궁체로
쓰기
-궁제 작품 감상하

<표현> 국악 둥
3

기

-바른 글씨의 중요
2

습하기

-테이프로 표현하

12. 아름다운 우리

행

참여할

<표현> 국악 금

호

-지구촌에 나타
나는

3

-발명의 중요성

-지구촌의 여러
(5), 6단원(5)
2단원. 통일 한
4 -다양한 매체자 2 국의 미래와 1 문제 알아보기 2 만들기
2
-지구촌 문제를
-로봇은 어 게
료를 활용해
지구촌의 평화
해결하기 위한
작동되며 어디
특정 국가에
-10월 16일 독
노력 알아보기
에 활용될까
대한
내용을
도체험버스(2):
4
2
1
2
1
-지구촌
문제를
-여러
센서를
효과적으로 전
우리 땅 독도
해결할 수 있
장착한 로봇
달할 자료 수
에 대해 알아
는
방법
실천
만들기
집하기
보고 독도를
해보기
-발표 상황에
지키려는 사람
-지구촌 문제의
맞는 자료를
들의 노력 살
원인과 해결방
제작해 발표회
피기
안 토의하기
참여하기
-남북통일이 필
-생활
속에서
-세계 이슈에
요한 까닭
지구촌 문제를
대한 글을 읽
-지구촌 갈등의
찾고 지구촌
고 글쓴이의
원인과 문제점
문제 체험하기
5 생각 파악하기 4 알아보기
1
1
3
-우리가
할 수
-자신의 생각과
* 온작 품읽 기:
있는 일 실천
비교하며 토론
섬
해보기
하기
-지구촌 갈등
(*창체와
연계,
-세계 이슈를
해결을 위한
신생아
모자뜨
선택해 정보의
국제기구, 국
기)
타당성과 표현
가, 개인의 노
의

기

하며

노래, 악기 연

지식 재산 보

6. 함께 살아가

<세계시민>

4단원(9),5단원

표현할지 구상하

사에

5. 생활과 혁신

자신의 생각을
하기

3

기

야기해보기
< 생활화> 음악

해보기
<표현>학교

-관용표현을 적

료의 특성 탐색하
-테이프로 무엇을

만족감을 경험

의 뜻 알기

법을 파악하고 재

고 구성을 이

활동을

현을 활용해요

13

-테이프의 표현방

주 연주하기
3 <감상> 국악 풍 2
배드민턴 게임

-서로 배려하며
2

제작하여 발표

12.7

9. 이어 붙여요

Pirate] 기악합

수비하기
1

보기

살려 [He`s a

-구역을 나누어

자연환경,

Pirate] 기악합 2
주 연습하기
< 표현> 리듬을

와 받기

계 깊은 나라
의

뉴스나

2

보기

로 정보의 타
적절성을 살려 1

어보기

살려 [He`s a
1

-우리나라와 관

-나다움을 주제

-빛과 미술의 관계
여러 나라 민 2
-미술 작품에 활용
요에 사용되는
된 빛의 성질 찾
악기의 음색과
기
특징 살펴보기
-빛의 성질을 선택
<표현> 국악 둥
해 빛 상자 만들
당기타령
< 표현> 리듬을

미디어 속 남
11.2

5. 빛의 마법사

세계

2

당기타령

기

4. 표현
13. 미술 작품 속

-창작 체조하기

시대

-실용 무용 이

-시대가 다른 두

해하기

작품 비교하기

-라인 댄스 추
<표현>학교

기
-치어리딩 표현
하기

2

행

-시대의 모습이 담

사에 참여할
노래, 악기 연 2

긴 두 개의 작품

습하기

과 방법, 생활모

선정해 표현 내용
습을 중심으로 조
사하여 시대의 특
징이 담긴 보고서
만들기

3단원.

타당한

근거로

1

글을

써요
-주장에

1.11
17 ~1.1

대한

7

지

1

1

글을 읽기

4

4

우젯소리

전 사고 알기

환경 문제 알

-등산 안전하게

아보기

-더 좋은 세상
을 만들기 위

하기 위한 노

한 논설문 쓰

력 알아보기

즐기기
-캠핑 안전하게
즐기기

-빈곤과 기아문

-세계시민으로

아지도록 자신

서 우리가 할

이 쓴 글을 다

수 있는 일

을

의 재난 사고

제
4 -문화적 편견과 0
7단원. 글을 고
차별이 없는
쳐쓰기
미래
-글의
내용과
표현이 더 나

<생활화> 음악

-야외 활동 중
0

2

대처하기

2

19 ~1.2
8

2 20 ~2.1
9

1
2

과 시 중 싣고 2

1

0

0

2

싶은 글 선택

7 -글 모음집 완 6

0

0

0

수학

영어

자율활동

0

동아리활동

7. You Should Wear a Helmet

10.11 1. 분수의 나눗셈(11차시)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Can!,

Look

and

Listen,

Listen

진로

1. 전기의 이용
-만남의날(1)

- 전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점토놀이

동아리활동1

계산원리

- 전구에 불이 커지게 하는 방법 알
아보기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학생회임원선

-분모가 다른 분수÷분수의 and Letters, I Can!
계산 원리
-자연수÷분수

거(1)

Let's Read, Read and Do

-진로
동아리활동2

11

6

I

10.26

7 11.9~

Look

and

Listen,

Listen

-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 전구의 연결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
침반 바늘의 움직임 알아보기

-만남의날(1)

동아리활동3

-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
-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

and -프로젝트학습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11.1

11.8

Can!,

체험버
스(3)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5

11.2~

전달하기

과학

활동

and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분수÷분수를 계산하는 알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Project 9
고리즘 이해하기
10.19
Project 10
4 ~10.2
8. How Can I Get to the Museum?

5

신의 생각과 느낌

0

-분모가 같은 분수÷분수의 and Play, I Can!

8

미지를 활용해 자

성하기

I

10

내용에 관련된 이

감상하고 특징 2
을 구별하여

-고쳐쓰기

10.4
10.5~

10.12

-환경을 주제로 한

표현해보기

9.28~

3 ~10.1

3. 지구를 구해 줘!

표현한 음악을

-내가 썼던 글

주
9

행사에 0

<감상> 겨울을

하기
2.15

활용하여

을 발표하기

음집 만들기
3

학교

참여하고 느낌

시 고쳐 쓰기
*우리 반 글 모
1.25

좋아하는 영화 0

<표현> 국악 서

-야외 활동 안

-환경문제 해결

기

1.18

수
내가

수 있다.

5. 안전

자료를

을 쓰기

느낌을

음악을 소개할

결을 위해 알

18 ~1.2

3

2

-지구촌 갈등해

활용해 논설문

음악을

듣고
있으며

판단하며 2

맞은

다양한

영화

이야기할

근거가 적절한

7

<특화>

2. 소수의 나눗셈(11)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소수÷소수 계산원리

and Play, I Can!

-자연수÷소수 계산원리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and Letters, I Can!
-나누어주고 남는 양 알아 Let's Read, Read and Do
보기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Projec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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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는 방법 알아보기
동아리활동4

2. 계절의 변화
-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은 관계에 대해 알
아보기

-프로젝트학습
(1)

동아리활동5

-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
도와 낮의 길이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기
-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프로젝트학습 동아리활동6

까닭 알아보기

Project 12

11.15
11.16
8 ~11.2
2

11.23
9 ~11.2
9

3.공간과 입체(10)

I

Can!,

Look

and

Listen,

Listen

-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

(1)

9. How Often Do You Excercise?

and -프로젝트학습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1)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알아보기
5. 에너지와 생활
동아리활동7

기
- 에너지의 종류 알아보기

표현하고 이런 표현을 보 and Play, I Can!
고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개수 추측하기

and Letters, I Can!

- 에너지가 바뀌는 예를 찾아보
-만남의날(1)

동아리활동8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Let's Read, Read and Do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쌓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은 모양, 개수 추측하기

-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알아보

기
-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는 무
엇으로부터 전환되는지 알아
보기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10. Emily Is Faster than Yuna

11.30 -쌓기나무로 조건에 맞는
-프로젝트학습
11
동아리활동9
I Can!, Look and Listen, Listen and
~12.6 모양 만들기
(1)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
보기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and Play, I Can!
12

12.7~
12.13
4. 비례식과 비례배분(12)
-비의 성질 알아보기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프로젝트학습
동아리활동10
and Letters, I Can!
(1)

3. 연소와 소화

Let's Read, Read and Do

- 물질이 탈 때 생기는 현상 알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아보기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12.14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
11. Why Are You Happy?
-프로젝트학습
12 13 ~12.2 수의 비로 나타내기
동아리활동11
I Can!, Look and Listen, Listen and
(1)
0 -비례식을 이해하고 비율이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같은 두 비를 비례식으로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나타내기
and Play, I Can!
12.21 -비례식의 성질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14 ~12.2 -비례배분
-만남의날(1)
and Letters, I Can!
7

- 물질이 탈 때 필요한 것 알아
보기
- 물질이 연소한 수 생기는 것
알아보기
- 불 끄는 방법 알아보기
- 화재가 발생 할 때의 대처방

동아리활동12

법 알아보기

Let's Read, Read and Do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15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12.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12.28

-만남의날(1)

Graduation

~1.3
I

Can!,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Listen and Do, Listen and Play

16

5. 원의 넓이(10)

Look and Say, Sing! Sing!, Talk! Talk!, Talk

-원주와 지름의 관계

and Play, I Can!

-만남의날(1)
1.4~1 -원주율 알아보기
Read and Talk, Read and Write, Sounds -프로젝트학습
.10 -원주율을 이용해 원주와
(1)
and Letters, I Can!
지름 구하기
Let's Read, Read and Do
-원의 넓이 어림하기

Think and Write, Play Together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Project, Hello, World!, Review, I Can!
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원

1
17

18

1.11~

의 넓이를 구하기

19

-프로젝트학습

1.18~

-프로젝트학습

1.24

(2)

1.25~
1.28

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 순환의 개념을 순환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 배설의 개념을 알고 배설 기
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 자극이 전달되어 몸이 반응하
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기

돌아보기

-원기둥, 원기둥의 구성요소 Warm Up, Development, wrap Up
와 성질
-원기둥의 전개도

- 운동할 때의 몸에 나타난 변
-만남의날(1)

화를 관찰하고 우리 몸을 구

-방학식(1)

성하는 여러 기관이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아보기

-원뿔, 구성요소, 성질
-구, 구성요소, 성질
2 20

아보기
- 소화의 개념을 알고 소화 기
관이 하는 일 알아보기

-만남의날(1)

6. 원기둥, 원뿔, 구(9)

- 뼈와 근육의 관계와 기능 알

- 호흡의 개념을 알고 호흡 기

(2)

1.17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2.15~

-개학식(1)

2.19

-졸업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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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프로젝트 수업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 수업 안내
본 연구진이 개발한 PBL 기반 주제 중심 수업은 오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천

한 사례를 체계화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수업안에 담고자 하였다. 현장
교사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 중, 고학년 수업과 전담 과목 수업(영어, 과학)을 골고
루 다루었으며,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프로젝트 기획하기
‘프로젝트 기획하기’에서는 교사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어떤 고민을 하였고, 수업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들의 특징, 수업 장면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교사의 수업 철학 등
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수업
의 주제, 대상 학년, 관련 교과(교과명, 성취기준, 단원명), 학습 기간, 학습 공간, 학습 목
표, 탐구 질문, 프로젝트 흐름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수업지도안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탐구 질문’과 수업의 흐름을
담은 ‘프로젝트 흐름’을 수업 설계에 넣어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 설계 능력과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여 설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
록 하였다.

3. 프로젝트 평가하기
교·수·평의 일체화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
내용, 평가 관점,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프로젝트 평가계획’에서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단계중 학습목표와 탐구질문에 대해 얼
마나 학습이 이루어져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오창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중 과정중심평가계획에 실제로 반영된 평가로서 수업 현장에
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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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진행하기
‘프로젝트 진행하기’는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설계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로 총 3단계로 구성하여, 교사가 설계한 프로젝트 속 과제를 학생들이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설계해서 실행해보도록 한다.
‘프로젝트 준비하기’단계는 학생들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교사가 제시한 문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소개한다.
‘프로젝트 설계하기’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설계해보도
록 하고, 설계한 과제를 수행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
‘프로젝트 실행하기’에서는 학생들이 설계한 과제를 직접 수행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
하는 단계로 과제 해결을 위해 개별 혹은 모둠별로 어떤 과정을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지
에 대한 성찰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더불어 각 단계별로 교사의 <TIP>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교사
가 어떤 도움을 주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도록 노
력하였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프로젝트 돌아보기’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성찰과 수업에 대
한 학생들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수업의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서 전체적인 수업 과정에
대한 입체적인 성찰까지가 프로젝트 수업의 완성이라는 연구진들의 철학을 담고자 하였
다.

6. 프로젝트 일정표
‘프로젝트 일정표’는 프로젝트 수업을 언제 어떤 시기에 수행했는지에 대한 일정표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표로 도식화하여 안내하였다.

※

프로젝트 수업안 틀 개발

1. 프로젝트 기획하기
- 아동의 발단 단계, 출발점 진단, 흥미와 적성을 파악한 상황을 고려한 내용
-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고려한 내용
- 수업자의 철학을 담아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 교사가 프로젝트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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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대상 학년

주 제

(인원/모둠)
교과명

성취기준

학년
(

명/

모둠)

관련 단원

관련 교과

학습 기간
학습 목표

학습 공간
•
•
•

탐구 질문

•
•

프로젝트
흐름

마인드맵핑
- 주제 및 내용, 자원, 활동이 포함

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평가 관점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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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5. 프로젝트 돌아보기
- 교사와 학생들의 성찰
- 배움과 학습의 지점

6. 프로젝트 일정표
- 프로젝트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달력화해서 기록
날 짜

비 고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날 짜

비고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날 짜

비고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날 짜

비고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날 짜

비고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7. 활동 모습

활동명

활동명

활동명

활동명

활동명

활동명

8. 부록
-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제작한 학습지 및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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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다른 학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교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이다. 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 8개의 영역 친숙한 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바른 사람,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이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
람을 도달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도 다양한 신체 활동과 경험,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까지 의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체험한 아이
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활동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점과 연결 지어 본 수업에서는 크게 ‘여름’을 주제로 아동이 우리나라의 계절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름철 생활 모습을 나의
생활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여름철 특징을 알고 여름 놀이와 주변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여름’을 단순히 계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에 따른 지혜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에너지 절약을 여름과
관련지어 지도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수업을 거치면서 아동은 계절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따라 우리의 생활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나아가 현명한 여름나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뿌듯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여름(여름맞이)

1학년

(인원/모둠)

( 25명 / 6모둠 )

교과명

성취기준

통합교과

• [2바04-01]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

(바른생활)
톰합교과
관련 교과

대상 학년

(슬기로운
생활)

관련 단원

관화한다.
• [2슬04-01]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2. 여름나라

생활 모

습을 관련짓는다.
• [2슬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2. 여름나라

쓰임을 조사한다.
• [2즐04-01]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

통합교과
(즐거운생활)

현한다.
• [2즐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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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나라

• [2국03-03]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
국어

을 쓴다.
• [2국03-04]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9. 그림일기를 써요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학습 기간

2020.07.06. ~ 07.27. (15일간, 32차시)

학습 공간

1-1 교실

•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지을 수 있다.
학습 목표

•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여름 날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탐구 질문

•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여름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제도입
–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 주제망 만들기(주제망 가이드맵)

프로젝트
흐름

• 여름이 왔어요

• 에너지 절약을 홍보해요

– 여름 날씨 알아보기

–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 알아보기

- 여름철 생활 모습 살펴보기

-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여름철 생활도구 알아보기

- 에너지 절약 방법 홍보하기

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프로젝트
계획하기
프로젝트
실행하기

평가 내용
발표

평가 관점
여름에 경험한 것을 바른 자세로 발표할 수 있다.

평가 방법
자기평가

발표
발표
결과물 제작

에너지 아끼기 운동을 계획하고 홍보할 수 있다.
여름 날씨의 특징을 알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여름에 볼 수 있는 모습과 느낌을 다양한 재료의

관찰평가
관찰평가
관찰평가
관찰평가

수행 결과물

특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실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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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중 하나인 ‘여름’은 그 특징이 뚜렷해서 우리 생활이
나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기에 좋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이번 프로젝트 수업
은 아동들에게 친숙한 소재이자 경험을 통한 탐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름’으로
정하고 학교 주변이나 가정에서 여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수업 시작 전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정에서는 생활면에서의 변화나 특징
을 통해 자연스럽게 찾아볼 필요가 있고 학급에서는 교과서나 관련 도서를 이용해 관
련된 부분을 찾아보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야 한다. 특히 1학년
아동의 특성을 살려 직접 경험하거나 오감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
고 그 외의 내용은 가능한 제외하고자 한다. 혹시 직접 경험이 어려운 부분은 교사의
책 읽어주기 시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시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절약을 알아보고 캠페인을 통해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알고
내면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가. 주제 선정하기
1) 주제와 관련된 내용 찾기
∎ 여름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기
- 자신이 경험한 것 이야기해보기
- 책이나 매체에서 본 것 이야기하기
-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것 이야기하기
나. 마인드맵 작성하기
1) 여름 생각하며 다양한 의견 내기
∎ 여름철 특징, 생활도구, 날씨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아동들이
발표하면 교사가 칠판에 정리한다.

프로젝트
계획하기

<TIP> 가능한 아동들이 직접 찾아내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동들이 어려워
할 경우 교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준다.
2) 학습 자원 작성하기
∎ 도서 : ‘수박 수영장’(안녕달. 창비),
‘여름이 왔어요’(윤구병, 휴먼어린이)
‘북극곰이 녹아요’(박종진, 키즈엠)
<TIP> 위 도서는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아동들에게 이야
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도서이다. 위 두 권은 지
도서에서 소개한 책을 참고하였으며 마지막 ‘북극곰이 녹아요’는 사서 선
생님의 추천을 받은 책이다. ‘북극곰이 녹아요’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
극곰의 실태를 알리는 환경 그림책으로 가상의 화가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
개해 나가고 있다. 이야기는 책을 들고 읽어 주거나 PPT를 제작하여 아동에
게 그림을 크게 제시하며 읽어주기도 하였다.
∎ 동영상 : 옛날과 오늘날의 다양한 여름 모습

- 169 -

∎ 여름놀이 : 물총놀이, 물 모으기 놀이
3) 학습 활동 작성하기
∎ 다양한 자료 찾아보기
∎ 여름철 생활도구 만들어보기
∎ 여름놀이 하기
∎ 에너지 절약 홍보하기
다. 활동 설계하기
1) 내용 선정하기
∎ 여름을 느껴요.
- 공부할 내용 살펴보기
- 여름 관련 동요 부르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
∎ 여름을 경험해요.
- 여름 날씨 특징 알아보기
- 더운 날, 비오는 날 우리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여름철 생활도구 알아보기(우산, 부채 만들어보기)
- 여름놀이하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하기
∎ 알뜰살뜰 여름 나기
- 여름에 경험한 것을 그림일기로 쓰기
- 그림일기 발표하기
라. 평가 준비하기

<여름을 느껴요>
가. 공부할 것 살펴보기
1) 작성한 마인드맵을 살펴보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 살펴보기
∎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사는 아동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실행하기

2) 선생님이 읽어 주는 ‘여름이 왔어요’를 듣고 여름 모습 떠올리기
∎ 책 내용 살펴보기
- 여름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책에서 본 과일(동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아이들은 주로 무얼 하며 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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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 중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책 내용 외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평가> 여름에 경험한 것을 바른 자세로 발표할 수 있다.
3) 여름 관련 동요 ‘해야 해야 나오너라’ 불러 보기
∎ 여름 날씨를 생각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기
∎ 노랫말을 주고받으며 해 정하기 놀이하기
- 자연스럽게 여름에 하는 전통놀이를 안내해준다.

<여름을 경험해요>
나. 더운 날 우리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1) 더운 날 우리 모습 살펴보기
∎ 더운 날 실내나 실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생각하며 발표하기
- 선생님이 읽어주는 ‘수박 수영장’을 듣고 날씨가 더울 때 우리의 생활 모습 떠
올리기
- 더운 날씨에 따른 생활 모습을 떠올리고 여름철 도구를 생각한다.
<TIP> 에어컨, 선풍기 등의 요즘 여름철 도구뿐만 아니라 죽부인, 등토시 등 옛날
여름철 생활 도구도 안내하여 자연스럽게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
- 더위를 견디기 위해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음식 섭취 등 여름만의 특징
을 찾아보도록 한다.
<평가> 여름 날씨의 특징을 알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2)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우리 주변에서 여름에 쓰는 생활 도구 생각하고 발표하기
∎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찾기
∎ 옛날 사람들의 여름나기 알아보기
∎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3) 더울 때 사용하는 생활 도구 알아보기
다. 비가 올 때 우리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1)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기
∎ 태풍 놀이 해보기
2)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 물 모으기 놀이하기, 물총놀이하기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놀이는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
3)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 만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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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만들어 보기
- 다양한 모양의 부채를 만들고 친구와 부채질 놀이해보기
∎ 선캡이나 종이 색안경 등 여름용품 만들기
∎ 우산 만들어 보기
<TIP> 부채 만들기는 담임교사와 종이접기, 예술강사와 기성품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다양한 부채 모습을 안내하였다.
<평가> 여름에 볼 수 있는 모습과 느낌을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
다.

<알뜰살뜰 여름나기>
라. 에너지 절약 홍보하고 실천하기
1) 에너지 절약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선생님 들려주는 ‘북극곰이 녹아요’를 듣고 북극곰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 나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좀 더 잘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2) 에너지 아끼기 운동 계획하기
∎ 에너지 아끼기 운동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기
- 일시 정하기, 장소 정하기, 에너지 아끼기 그림 그리기, 꾸밀 문구 만들기, 모둠
별 역할 나누기 등
3) 에너지 아끼기 운동 준비하기
∎ 활동할 일시와 장소 정하기
∎ 모둠별로 어떤 내용을 그릴지 의논하기
- 그림(포스터) 그리기, 에너지 절약 문구(표어)가 들어간 문자 꾸미기, 부채 만들기
<TIP> 포스터를 그릴 때 표어를 어려워하는 아동을 위해 표어를 미리 제시하고 표어
아래쪽에 관련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고영상 및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참고
4) 에너지 아끼기 운동 실시하기
∎ 정해진 장소에 모인다.
∎ 그림과 표어를 들고 활동을 한다.
5) 활동 후 느낌 나누기
∎ 에너지 아끼기 운동 활동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활동하면서 만든 작품은 학급에 전시하며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림과 표어를 홍보하는 활동은 생략하
였으며 관련 작품을 1학년 교실 복도에 전시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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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에너지 아끼기 운동을 계획하고 홍보할 수 있다.
마. 여름과 관련된 경험을 떠 올리며 그림일기 쓰기
1) 가족들과 또는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그림일기로 쓰기
2)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며 느낀 점 그림일기로 쓰기
<TIP> 글씨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동은 그림으로 표현한 뒤 말로 설명하여도 좋다.
바. 마무리
1) ‘몸으로 말해요’ 퀴즈 내기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여름’하면 생각나는 낱말을 몸으로 표현하기
- 빙수, 해, 태풍, 비 등을 몸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배운 여름 핵심 낱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2) 수업을 설계하면서 교사와 함께 한 여름을 주제로 한 마인드맵을 이용해 아동들
이 직접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수업을 정리하였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것은 처
음 해보는 일이라 방법을 설명한 후 아동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글씨를
모르는 아동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수업 전체를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어 전체적인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여름’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다양한 만들기 활동과 책 읽기를 함께하며 여름 모습, 에너지 절
약과 실천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업하였다. 특히 개인적으로 책 읽기를 중요시하여 중요한 주제마다
적당한 도서를 선정하여 동기유발로 삼았는데 그림책을 좋아하는 아동들의 특성과 맞아 흥미롭게 수
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둠 활동이나 홍보 활동 등이 생략, 축소되어 아쉬운 점
이 있었으나 새로운 수업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주제, 다양한 활동
으로 아동들이 흥미롭게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만들기 활동에 치중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에너지 절약과 실천’이라는 주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주제에 맞는 적
당한 활동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은 프로젝트 수업이 끝난 후 아동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아동들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재미있
었다.’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 만들기나 종이접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유로 들었다.
- 백** : 공부도 하고 만들기를 해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
어요. 그리고 물을 아껴 쓸 거예요.
- 경** : 우산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태풍이 오면 집도 무너지고 유리도 깨지는 건 무서워요.
- 김** : 태풍이 와서 유리가 깨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윤** : 홍수가 나서 어떤 집 지붕까지 물이 있는 게 생각나요. 만들기 한 게 재미있었어요.
- 송** : 태풍이 온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놀이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 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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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모습

부채 만들기

여름 생각하며 필통 만들기

자신이 만든 작품 친구에게 소개하기

에너지 절약과 실천을 위한 표어와 포스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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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여름을 배우고 난 뒤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프로젝트 수업 완료 후 아동이 그린 마인드맵

프로젝트 수업 완료 후 아동이 그린 마인드맵

프로젝트 수업 완료 후 아동이 그린 마인드맵

프로젝트 수업 완료 후 아동이 그린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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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학년 프로젝트 수업 (2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겨울 1. 여기는 우리나라 단원의 학습주제는 ‘우리나라 알기’이다. 1학기 나-가족, 그리
고 2학기 가을 단원에서 이웃으로 주변에 대한 관심도를 넓히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
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모습도 비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나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상징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
며 본 프로젝트 수업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놀이, 옷, 음식, 그림, 집, 태극기, 애국가 등 평소 우리가 알고 있거나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동은 친근하면서도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학년 아동 특성을 살려 직접 경험하는 활동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더욱 즐겁
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학기부터 수업 시간에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어주며 책과 친해지기 활동을 본 프로젝트
에서도 적용하여 지도서 및 본교 사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본 단원과 관련 있는 도서를 꾸
준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을 거치면서 아동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상징과 문화를 이해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이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우리나라 알기
교과명
통합교과
(슬기로운
생활)
통합교과

관련 교과

(즐거운생활)
국어

수학

학습 기간
학습 목표

대상 학년

1학년

(인원/모둠)

( 25명 / 6모둠 )

성취기준
•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표현한다.

관련 단원
1. 여기는 우리나라

1. 여기는 우리나라

•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

4. 바른 자세로 발

신 있게 말한다.
• [2수04-01] 물체,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규칙을

해요

찾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시계보기와 규칙

• [2수04-02]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찾기

수 등을 배열할 수 있다.
2020.10.26. ~ 11.6. (10일간, 22차시)
학습 공간
•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 교실

•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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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해 본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탐구 질문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제도입
– 동기유발 및 주제 소개하기
- 주제망 만들기(주제망 마인드맵)
• 우리나라에 대해 알아봐요
– 놀이, 옷, 노래, 음식, 그릇, 집, 문양 알아보기
•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정리하기
-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보기

프로젝트
흐름

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프로젝트
계획하기

평가 내용
발표
발표

프로젝트
실행하기

결과물 제작

평가 관점

평가 방법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해 본 경험을 말할 수 있

자기평가

다.

관찰평가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관찰평가

규칙에 따라 무늬를 바르게 배열하고 규칙을 만들
어 무늬를 알맞게 배열할 수 있다.

관찰평가

결과물 제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의 것을

관찰평가

수행 결과물

알리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

실기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프로젝트

중심활동내용
우리나라는 오천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준비하기

많고 아동들도 가족들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체험할 기회가 많았다. 다만 아동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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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정리하거나 소개하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여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
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 소개 후 내면화할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프로젝트 수업 시작 전 아동이 경험한 것을 발표하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
느 정도 정리한 후 교실에 관련 도서를 비치해 자유롭게 읽고 대화하며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1학년 아동 특성을 고려해 직접 관찰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러한 직접 체험이 부족한 경우 교사는 책이나 동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외국처럼 인식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한민족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가. 주제 선정하기
1) 주제와 관련된 내용 찾기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기
- 자신이 경험한 것 이야기해보기
- 책이나 매체에서 본 것 이야기하기
-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것 이야기하기
나. 마인드맵 작성하기
1) 우리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 말하기
∎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이 발표한 것을 칠판에 정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아동이 어려워 할 경우 교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안내하도록 한다.
2) 학습 자원 작성하기
∎도서 : ‘설빔’(배현주 글·그림)
프로젝트
계획하기

‘아름다운 우리 한옥’(신광철 글, 김유경 그림)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표시정 글, 김윤영 그림)
‘오방색이 뭐예요?’(임어진 글, 신민재 그림)
<TIP> 지도서에서 소개한 ‘여기는 우리나라’ 관련 도서를 도서실에서 대여 후
교실에 비치하여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학습활동을 다 하고 여유시간
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자투리 시간
을 이용해 ‘옛이야기 보따리’에 나오는 옛이야기를 읽어주며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모습
3) 학습활동 작성하기
∎다양한 자료 찾아보기
∎우리 놀이기구, 우리 옷과 상징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기
∎우리 노래와 애국가 불러보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광고 만들어 보기
다. 활동 설계하기
1) 내용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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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계획 세우기
- 공부할 내용 살펴보기
- 우리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 발표하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
∎ 우리나라에 대해 알아봐요
– 놀이, 옷, 노래, 음식, 그릇, 집, 문양 알아보기
∎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 우리나라 대표하는 것 정리하기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 만들고 소개하기
라. 평가 준비하기

<우리나라에 대해 알아봐요>
가. 공부할 것 살펴보기
1) 작성한 마인드맵을 살펴보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 살펴보기
∎아동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사는 아동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실행하기
이번 마인드맵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며 끝부분에서
칠판에 있는 낱말 중 자신과 잘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 써주기도 했다. 예를 들
면 태권도-유시율인데 아동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라고 답했다. 잡채-이은호, 홍은별은 먹어 본 경험이 있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
도 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경험과 연결 지으면서 좀 더 활기찬 수업이
되었다.
2) 재미난 놀이 알아보기
∎땅따먹기, 술래잡기, 사방치기의 유래와 뜻 알아보기
- 전통 놀이 한 경험 이야기하기
* 아동 대부분이 전통 놀이에 대한 경험이 의외로 없었다.
- 놀이 방법을 알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친구들과 해보기
놀잇길에 그려진 사방치기, 달팽이 등의 놀이 실제로 하기
* 놀이 방법을 안내한 후 운동장에서 땅따먹기, 사방치기, 달팽이 놀이 등을 실제
로 해 봤다. 학교 바닥에 그려져 있는 놀잇길을 이용하니 놀이터를 그려 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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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었다. 이후 교실에 들어와 제기차기, 투호 놀이를 실시했다. 투호 놀이
는 투호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여해 수학 덧셈을 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기를 이용해 친구와 주고받기, 책으로 던지며 받기 등 다양한
놀이를 실시해 제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안내했다. 이후 교실
복도에 투호놀이와 제기를 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
통놀이와 친해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실팽이 꾸미고 해보기
* 실팽이는 의외로 해 본 친구들이 없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명이 하는 놀
이는 한계가 있어 혼자서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 도구인 실팽이를 찾
아 스스로 꾸미고 만든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지고 놀았다.
∎우리 옷 한복에 대해 알아보기
‘설빔(배현주 글, 그림)’을 읽어준 후 우리나라 한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
회를 가졌다.
책 내용은 설날 아침 어머니가 해주신 한복을 여자아이가 정성껏 입는 과정을
그린 책으로 색감이 뛰어나고 그림이 따뜻한 느낌을 주며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
지는 책이다. 특히 한복을 하나하나 입으며 이름도 설명해줘 아이들이 겨울 교
과서를 색칠하며 그 부분을 기억하는 등 세세한 부분이 있어 좋았다. 이 책을
읽기 전 대부분의 아동이 한복을 입은 경험이 있으나 한복의 각 부분, 색동저고
리, 노리개, 배씨댕기 등의 이름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나 이야기를 들으며 자
연스럽게 묻고 답하며 익힐 수 있었다.
- 한복의 아름다움을 디자인과 색채를 보며 어떤 점이 아름다운지 아동이 발표하
기
- 한복 색칠하고, 색종이로 한복 접기
‘겨울’ 교과서에 있는 한복을 색칠하고 원형 색종이를 이용해 간단하게 한복을
접어 보았다. 별도의 교재나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만
으로도 이 점은 충분했다.
∎우리 노래 배워 보기
-‘남생아 놀아라’ 부르기
간단하고 쉬운 노래로 아이들이 굉장히 쉽고 흥겹게 따라 불렀다. 보통 놀이까
지 이어지는데 여러 명이 원형을 만들고 가운데서 2명 정도 가사에 맞춰 춤을
추는 활동을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리에 앉아서 손동작 위주로 놀이를 했으
며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모두들 노래를 부르며 그 동
작을 따라 했다. 평소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동도 자신의 동작을 따라하는 친구
들을 보며 즐겁게 활동했다. 너무 단순할 것이라는 교사의 생각과 달리 아동들
이 굉장히 즐거워한 수업 시간이었다.
- 문화 예술 지원강사(국악) 선생님께서 국악 동요나 전통 노래를 쉽게 가르쳐
주셨다. 특히 ‘범 내려온다’와 같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국악 퓨전 음악을
알려줘 아이들이 문화의 다양성과 국악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후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수업 진행시 ‘범 내려온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소개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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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음식 알아보기
- 교과서 그림을 보며 알고 있는 전통 음식 이야기하기
- 교사가 제시하는 전통 음식 퀴즈를 풀며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 전통 음식 미니북 만들기
∎우리나라 도자기 알아보기
- 우리나라 도자기 아름다움 이야기하기
- 도자기 만들어 보기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예 외부 강사가 데코 찰흙을 이용해 우리 도자
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실시한다.
∎우리 조상들의 집 알아보기
-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 알아보기
집의 형태나 재료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특징을 생각해본다.
* ‘아름다운 우리 한옥(신광철 글, 김유경 그림)’을 읽어주며 우리 한옥의 특
징을 알고 그림으로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 동영상 보기
∎우리나라 전통 문양 살펴보기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문양 찾아보기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보며 자신이 보았던 전통 문양 이야기하기
- 수학 5.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
① ‘겨울’ 교과서에 있는 전통 문양 색칠하기
② 수학 시간에 배운 모양 생각하기(○,△,□)
③ 전통 문양을 종이에 붙이고 위 아래를 규칙을 정해 무늬 꾸며보기
<TIP> 아동들이 자신이 배운 모양만을 생각하며 꾸미는 경우가 많아 모양자를 이
용해 다양한 모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 문양과 어울리면
서 간단한 규칙성을 안내해주니 아동들이 비교적 쉽게 따라 했다.
<평가> 규칙에 따라 무늬를 바르게 배열했는지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국어 4. 바른 자세로 말해요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
∎우리나라 자랑거리 알아보기
∎우리나라 소개 자료 만들기
- 우리나라 자랑거리 이야기하기
* 그동안 배운 노래, 문양, 한복, 음식 등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
꾸미고 발표를 준비한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 읽으며 자랑거리를 찾고
색칠하기, 만들기 등으로 발표 준비를 하였다. 한글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동이
있어 발표는 그림 자료나 종이접기 자료 등을 제작 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형
식을 취했다.
<평가1>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자료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을 보고 평가한다.
- 자신이 만든 우리나라 소개 자료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181 -

- 친구들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평가2>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말하는지 관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나. 마무리
1) ‘빙고게임’ 하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나라’하면 생각나는 낱말을 이용해 빙고
게임하기
- 사방치기, 한복, 우리 음식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
는 기회가 되었다.
- 수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비교적 잘 알게 되었고 아
동이 흥미롭게 참여할 만한 수업 자료가 많았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우리나라’라는 주제 중 상징물을 제외하고 아동 생활과 밀접한 노래나 옷, 놀이 등을
소재로 만들기, 노래 부르기, 색칠하기, 놀이하기 등 직접 체험이 가능한 활동 중심으로 수
업을 구성하였다. 아동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경우는
의외로 적었다. 특히 놀이나 노래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어 아동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도서를 수업 전에 읽어주며 흥미를 느끼도록 했는데 평소 담임교사의 책 읽어주
기, 사서 교사의 독서 수업 등을 통해 이야기 듣기에 익숙해진 탓인지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야외 활동, 거리두기
등을 지키며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
고 예술지원 강사와 수업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
다. 국악강사를 통해 다양한 우리 노래와 가락, 퓨전 음악 등을 경험했으며 공예 강사를 통
해 그릇 만들기를 할 수 있었다.
아동들도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직접 하는 활동이라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새로
운 놀이를 알게 되면서 시간이 날 때 마다 놀이를 하곤 했다.
다음은 아동들이 해당 단원을 배운 뒤 발표한 소감 내용이다.
이*주: 우리나라 한복은 색깔이 예뻐서 좋아요.
백*원: 우리나라 한복이 무지개처럼 색깔도 많고 예뻐요.
유*율: 한복은 옷이 커서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요.
추*형: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잘 못 놀았는데 전통 놀이 하니까 재미있고 자꾸자꾸 하고
싶어요.
이*민: 실팽이는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제가 태*랑 시*이한테 가르쳐 줘서
그 친구들도 잘해요. 근데 실팽이 놀이는 운동 같아요. 팔이 아플 때까지 하게 돼요.
김*승: 우리나라 음식은 우리 집에서 잘 먹는 것들이에요. 모두 맛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음 시간부터 태
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과 잘 연계해 아동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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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모습

전통 놀이하기-땅따먹기

전통 놀이하기-사방치기

우리나라 도자기 만들기

전통 문양 꾸미기, 규칙에 따라 모양 꾸미기

우리나라 자랑거리 발표하기

우리나라 자랑거리 발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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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알쏭달쏭 나’로 통합교과(봄)에 프로젝트 수업이 기획되어 있다. 여기서는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2학년은 나에 관한 관심을 두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다. 새롭게 수업을 계획하기보다는 통합교과에 있는 ‘나’를 학습
주제로 해서 ①내 몸이 궁금해요 ② 몸과 마음이 자라요, ③ 내 꿈을 펼쳐요. 로 구성되어
있다. ‘내 몸이 궁금해요’ 에서는 내 모습을 인식하고 흥미를 붙이면서 몸을 중심으로 나
에 관해 탐구하도록 하였다. ‘몸과 마음이 자라요’에서는 나의 성장과 건강에 대해 살펴
보면서 몸과 함께 마음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내 꿈을 펼쳐요’ 대신 ‘나
는 행복해요’로 대체하여 자신에서는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소개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그런 개념보다는 행
복이란 무엇일지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도록 구성하였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제

알쏭달쏭 나
교과명
통합교과
(바른생활)
통합교과
(슬기로운
생활)

관련 교과

대상 학년

2학년

(인원/모둠)

( 18명 / 4모둠 )

성취기준

관련 단원

• [2바 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 [2슬 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통합교과

• [2슬 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슬기로운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생활)
통합교과
(즐거운생활)

1. 알쏭달쏭 나

1. 알쏭달쏭 나

1. 알쏭달쏭 나

모습을 예상한다.
• [2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1. 알쏭달쏭 나

• [2국05-02(문학)]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국어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

1. 시를 즐겨요.

한다.
국어

• [2국01-02(듣기말하기)]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학습 기간

2020.05.27~ 06.25 (30일간, 50차시)

학습 목표

•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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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공간

6. 차례대로 말해요
교실과 학교

•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독할 수 있다.
• 지금까지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탐구 질문

•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어떤 재능과 흥미를 찾을 수 있을까?
• 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 주제도입
- 주제 소개 후 배워 보고 싶은 내용 이야기하기

프로젝트
흐름

• 내 몸이 궁금해요

• 몸과 마음이 자라요

- 우리 몸이 하는 일

- 이렇게 자랐어요

- 내 몸을 살펴봐

- 어떤 표정일까요

- 몸을 깨끗이 해요

- 마음 신호등
- 내가 좋아하는 시 쓰고 낭
독하기

• 나는 행복해요
- 나를 소개합니다
- 꿈을 띄워요
-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읽
고 이야기 순서대로 나열하기
- 내가 행복한 때/ 우리 반이
행복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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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프로젝트
계획하기

평가 내용
발표
발표

프로젝트

평가 관점
‘알쏭달쏭 나’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
고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평가 방법
관찰평가

좋아하는 시를 낭송할 수 있다.

관찰평가

수행 결과물

감정을 이해하고 표정 만들기를 할 수 있다.

관찰평가

결과물 제작

자신만의 ‘알쏭달쏭 나’ 책을 완성할 수 있다.

실행하기

자기평가
관찰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온라인 개학으로 원래 계획했던 방식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내용에서 세부적
인 수업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모둠 활동은 거의 배제하고 접촉이
이뤄지는 활동을 빼고 진행하다 보니 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프로젝트

있었으나 아이들 개별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알쏭달쏭 나’라는

준비하기

책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아이들 각자의 내용을 담은 각자의 책을 프로젝트 결과물
로 만들어 보는 내용을 가지려고 한 것이다. 그 안에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알고 배우
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우리 반 전체가 행복에 대해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내용을 실었다.
가. 주제 살펴보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1) 알쏭달쏭 나 살펴보기
∎ 알쏭달쏭 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생각해 보고 살펴보기
∎ 자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 포스트잇에 적어보기
∎ 포스트잇 유목화하기
가. 내 몸이 궁금해요
1) 내 몸을 살펴봐
∎ 모둠끼리 아이들 몸을 그려보는 활동 대신 각자 손과 발을 종이에 본떠서 그리기
- 각자 자신의 손과 발을 종이에 본떠서 그렸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둠이나 협동이
안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실행하기

∎ 손과 발이 하는 일 알아보기
2) 우리 몸이 하는 일
∎ 말하지 않고 낱말 설명하기
- 교사 시범 후에 자신이 설명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설명하기를 했는데 아이
들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맞추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 작은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맞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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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을 깨끗이 해요
∎ 올바른 이 닦기와 손 씻기 살펴보고 실천하기(코로나 관련하여 함께 교육)
나. 몸과 마음이 자라요
1) 이렇게 자랐어요.
∎ 성장 흐름표 만들기
- 어렸을 적 사진을 인화하여 성장 흐름표를 만들었다.
<TIP> 사진으로 성장 과정을 준비해오라고 하면 준비 못 해온 친구들이 있어서 부
모님들께 교사에게 직접 문자로 사진 전송을 해서 한 아이당 4-5장 정도로
인화하여 성장 흐름표를 만들었다.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부모님께 알려달라
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나이나 장소에 대해 아이들이 잘 몰랐다.
그 전주에 부모님과 어렸을 적 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오라고 알림장에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
2) 어떤 표정일까요?
∎표정 살펴보기
- 국어 3단원에도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교실 칠판에도 감정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을 게시하여 아이들이 감정과 표정 두 가지를 연결하여 보도록 하였다.
∎ 표정 만들기
∎ 작품 감상하기
<TIP> 아이들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사진으로 찍어서 반 전체 친구들에게 보여주
며 감상하기를 실시하였다.
3) 마음신호등
∎ 마음신호등 3단계 알아보기
∎ 마음신호등 실천 다짐한 것을 표현하기
4) 내가 좋아하는 동시 알아보기
∎ 여러 가지 동시집 중에 마음에 드는 동시집을 고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골라 직접 써보고 발표하기
- 코로나로 인하여 책을 서로 돌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한적으로 동시집의 표지
를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후 차례를 교사가 복사하여 제목을 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시를 고르게 하였다.
<발표> 자신이 쓴 시를 모두 돌아가면서 발표하였다. 재미있는 시에는 같이 웃었다.
같은 시를 쓴 아이들이 몇몇이 되었다.
다. 나는 행복해요
1) 나를 소개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
- 자신이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식, 되고 싶은 꿈에 대해 작성하여 보았다.
- 자료는 인디스쿨에서 가져온 학습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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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꿈을 띄워요
∎ 꿈 풍선 만들고 개인적으로 띄워보기
-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풍선에 쓰고 부풀려서 각자 띄워보는 활동을 하였다.
3) [마법의 설탕 두 조각/미하엘 엔데] 읽기
∎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읽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 틈틈이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프로젝트 주간에 읽어주었다.
- 다 읽고 나서 그림과 그림에 맞는 설명을 제시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활동
을 하였다.
4) 나는 행복해요
∎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발표하기
-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순간에 대해 떠올려보게 하고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게 하였다.
- 그 발표한 내용을 작성하여 자신의 ‘알쏭달쏭 나’ 책의 마지막 장에 실었다.
∎ 자신의 책 마무리
- 나만의 책 표지를 고르고 활동한 종이를 묶어 책 만들기를 마무리하였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프로젝트 계획할 때는

봄프로젝트라고 하였는데 봄 교과서 속에 [알쏭달쏭 나]라는 대단원이 들어

있고 나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지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2학년
수준에서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몸과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즈음 김누리 교수 강연과 김누리 교수 책을 읽게 되었다. 교사인 나도 행복
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이 살았던 것 같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것이 아
니라 아이들이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후에도 내가 행복한 때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프
로젝트 마지막에 제시하고 싶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둠으로 하거나 협동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개별로 하기 위한 활동들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아이들에게 프로젝트 기획에 더 큰 방향 속에서 아이
들이 원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기획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아쉽다.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회를 통해
서 더 배우다 보니 내가 제시하는 것과 아이들이 제시하는 것 속에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해야 하는
데 기획단계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마무리 단계도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하지 못
했다. 아직 2학년 수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단계에서
는 등교 개학 후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느라 기획단계에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마무리는 아이들의 평가를 좀 더 들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획
이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책의 표지와 같은 것을 골랐다(흔한 남매,
신비아파트, 할머니의 여름휴가, 달샤베트, 엉덩이 탐정 등) 그렇지만 ‘표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책이라서 무척이나 좋아했고 하
는 도중에 빨리 완성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아이들이 이 대단원을 통해 자기관리 역
량을 기르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친다.

6.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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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손과 발 그리기

나의 손과 발 그리기

내가 좋아하는 동시 쓰기

내가 좋아하는 동시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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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소개합니다.

꿈을 띄워요

이렇게 자랐어요.

마음 신호등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만든 책 그림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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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 문
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
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험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다. 학교 교육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
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과 입시 중심
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여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을 자신의 권리·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
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능력은 민주시민의 대표적인 자질로 민주 시민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민주 시민교육의 가장 기본으로 ‘학생 자치’가 자리 잡고 있고, 교육 자치의 목
표는 학교 자치이며, 학교 자치는 바로 학생 자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
떻게 하면 학생 자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치 활동은 교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판단이 든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어 교과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과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인
자율활동영역인 자치 활동과 사회 교과의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주제와 통합하여 프로젝
트 모델을 구안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기호 3번 안석뽕’의 책을 통해 성장의 키워드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적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더불어 살기와 연대와 실천이라는 사회
적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또,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살펴보고, 진정한 리더를 뽑기 위한 눈은 어떻게 가지고 내가 만약
어른이 되어 선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자리도 만들
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중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통치하
고자 하는 사람을 단지 선출할 뿐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리더를 잘 뽑고, 그들의 올바른 정
치를 잘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호 1번 안석뽕’에서 나오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면서,
우리 주변의 생활 문제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다양한 주민 참여 방법을
통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제재를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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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대상 학년

민주시민 되기
교과명

4학년

(인원/모둠)
(13명)
성취기준
관련 단원
• 듣기·말하기[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
독서 단원-책을

다.

• 읽기[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읽고 생각을 나
누어요

태도를 지닌다.

• 읽기[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 1. 생각과 느낌
을 나누어요

린다.

• 쓰기[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 2. 내용을 간추
려요

러나게 글을 쓴다.
국어

• 쓰기[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 3. 느낌을 살려
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말해요

• 문법[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 5.
다.

내가

만든

이야기

• 문학[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8.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런

제안

어때요

• 문학[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10. 인물의 마
을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문학[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

알아봐

요

는 태도를 지닌다.

관련 교과

3. 지역의 공공
•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사회

기관과 주민 참

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 여 2) 우리 지
다.

역 문제와 주민
참여
사람과 미술을

•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술

나눠요
3. 내가 경험한

• [4미02-02] 주제를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다.

이야기 – 경

• [4미03-02]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

험한 것을 수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채화로

표현

하기
•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도덕

대화하기,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4음01-01]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

음악

붙임새로 만든다.
• [4음01-06]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로 주법
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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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과 마음을
모아서

• [4수05-01]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그래프나
막대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

•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
다.
•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학교, 학년(군), 학급의 특색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
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창
의적 사고역량을 기른다.

학습 기간

2020.04.20~2020.06.19 (43일간, 57차시)

학습 공간

자율활동
-자치·적응 활
동
-창의 주제 활
동

ZOOM(원격수업), 4-2교실

• ‘기호 3번 안석뽕’을 읽고, 학생 자치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 학급자치 선거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
천하는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학습 목표

• 회의를 통해 우리 주변 일어나는 제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
험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활 속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전교어린이회장 후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기호 3번 안석뽕

탐구 질문

의 책 내용 중심으로)
• 우리 학교(반)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로젝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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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평가 관점

평가 방법

주제망 그리기와 그룹핑을 통해 탐구 문제에 아주
주제를 찾아
프로젝트

주제망 그리기

계획하기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주제를
정한다.

과제 활동을을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역

위한 역할 분담

할을 분담한다.

종합분석 정리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
사한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과제 수행
프로젝트
실행하기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관찰평가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자료이해 및

모둠평가

적합한 주제를 선정한다.

수행 결과물 평가
개인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수행 결과물 평가

다.

개인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역할에 책임

모둠 내 동료평가

감 있게 수행한다.

모둠 간 동료평가

주제와 적합하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

수행 결과물 평가

결과물 제작
수행 결과물

개인평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둠이 참여하고 발표
발표

관찰평가

한다.

개인평가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학

모둠 내 동료평가

생들의 호응을 받는다.

모둠 간 동료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이 프로젝트는 크게 민주시민 되기라는 큰 주제에 활동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에 ‘기호 3번 안석뽕’ 책을 함께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민주적인 선거와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협의하는

프로젝트
준비하기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히는 것이 중점이다.
학기 초 자율활동을 통해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한다. 작은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진정한 리더의 의미나 유권자로서의 참여 의식은 생각하지 않고 의례 뽑은
학생을 뽑는다. 임원으로 출마한 학생들도 리더에 대한 역량에 대해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례 나왔기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학교 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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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자치회 임원선거 2주 전에 시작해서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함께 참여하고, 선거
때 탐구할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책에 나오는 대형마트와 시장 간의 분쟁에 대한 서로 간의 견해차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하여 실제로 학교 안과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
까지 해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민주시민 되기’가 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전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갖고 느낀 것, 배운 것, 시도하
고 싶은 것을 통해 다음에도 도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실 환경도 중요하다. 프로젝트 계획에서부터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 난 어떤 사람
으로 변할지, 우리의 프로젝트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달력이나 로드맵, 마인드맵이
게시판에 걸려 있어야 한다. 장기간의 프로젝트의 경우는 더욱이 더 그렇다. 그래야
교사든 학생이든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고, 이 길이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도달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또, 민주시민 되기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책, 자료집, 신문 기사 등 학생, 교사가 그동안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를 과제로 내는 것도 좋겠다.
가. 주제 접근하기
1) 주제를 관련 내용 찾기
∎ 주제에 관련된 내용 찾기
- 학생 자치, 학습 자치 선거 모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다.
- ‘기호 3번 안석뽕’ 책을 보여준다.
-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유추한 내용을 모둠별로 의논하게 한 후 발표한다.
- 무슨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주제를 정해 보라하고, 그것에 맞는 내용을 국
어, 창의적 체험 활동, 사회, 미술, 음악, 도덕 교과서에서 찾아본다.
∎ 모둠별로 의논하기
- 교과서에 내용을 찾았으면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
- 의논해서 된 내용을 포스트잇에 정리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2)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

주제를 정하고, 교과 내용을 찾았으면 모둠별로 내용을 다양한 방법(마인드맵,
그림, 표) 등으로 정리할 시간을 준다. (‘기회 3번 안석뽕’을 읽고 난 후에
다시 주제를 정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정리한 것을 발표하기
- 4절 스케치북에 정리한 것을 발표한다.
나. 예상 탐구 질문 만들기
1) 예상 탐구 질문 작성하기
∎예상 탐구 질문 작성하기
-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탐구 질문을 작성한다. 많은 탐구 질문을 만들어내면 좋
다.
∎ 예상 탐구 질문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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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탐구 질문에 활용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다. 예상 프로젝트 이름 짓기
1) 주제에 맞는 이름 짓기
∎ 모둠별로 토의 후 주제에 맞는 이름을 짓기
2) 이름 선정하기
∎ 모둠별로 프로젝트 이름을 말한 후 이유 설명하기
∎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이름을 선정하기
<발표> 4절 스케치북에 마인드맵, 표, 그림 등을 그려서 발표한다.
<평가> 주제망 그리기와 그룹핑을 통해 탐구 문제에 아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한다.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주제를 정한다.
<TIP> ‘기호 3번 안석뽕’ 책을 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주제, 프로젝트 이름, 탐구 질문,
질문을 탐구할 방법을 다시 의논할 자리가 있으니 학생의 의견이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하면 된다.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교사와 학생이 함
께 세운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먼저 계획의 틀을 짜는 사
람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
는데 학생의 참여가 없으면 학생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렵기에 계획에서부
터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가. ‘기호 3번 안석뽕’ 책 함께 읽기
1) 작품 들여다보기
∎ 소제목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가) 다짜고짜 금요일
- 후보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신청 용지에 추천인 이름
을 열 개 적어야 함)
- 추천 후보 마지막 10번째 이름은 누구인가요? (6-1 백보리)
- 거봉 선생님의 직업을 무엇인가요? (백거봉철학관 운영)
- 안석진은 어쩌다가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요?
프로젝트

- 가장 인상 깊은 내용, 장면은 무엇인가요?

실행하기
나) 정 그러시다면 월요일
- 안석진은 시장 골목에서 가족이 무슨 장사를 하나요? (떡집)
- 안석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안석뽕) 그리고 시장 골목 사람들
은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떡집 석뽕이)
- 안석뽕의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적인 방식-다수결의 희생양)
- 다음 문장은 무슨 떡을 설명해 놓은 것인가요? ‘동그란 구멍 속에 뱀처럼 구
불구불 빠져나온 떡 줄기들이 찬물 가득 담긴 고무통 안에서 더운 몸을 식힌
다.’ (가래떡)
- 안석진은 왜 선거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➊ 고경태가 재수 없게 굴어서 ➋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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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 조조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➌ 서영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➍ 그 밖
에 다른 생각)
-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다) 자랑은 아니지만 화요일
- 안석진과 조조, 기무라는 고경태에 대항해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펼쳤나요?
-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➊ 기무라 아버지의 애창곡 팔도 민요 메들리 들려주기 ➋ 조조 할머니 고무줄
치마 입기, 빨간 립스틱 바르기 ➌ 안석뽕은 기무라한테 빌린 한복 입고 돗자
리에 앉아 붓글씨 쓰기 ➍ 조조 긴 가래떡을 군밤타령 부르면서 춤추기, 옆차
기, 다리 찢기 등)
- 안석뽕이 쓴 붓글씨는 무엇인가요? (일등만 사람이나 꼴찌도 사람이다. 꼴찌까
지 생각하는 기호 3번 석뽕 안석진)
- 조조가 생각하는 것 중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거 때마다 공부 잘하는 애를 찍
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런 애들만 후보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아예 후보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 44~45쪽 그림 중 어느 장면이 제일 재미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약이란 무엇일까요?
- 52쪽 공약을 보고 우리도 안석뽕 공약을 검증하여 봅시다.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습니다, 급식 시간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 시간표에 게임 시간을
넣겠습니다.)
- 안석뽕 일행은 어떻게 공약을 만들었나요? (학교 애들을 찾아가서, 피시방에 있
는 남자아이들, 백발 마녀)
- 투표권이 없는 1학년 미진이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62~63쪽 후보 홍보 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였나요?
라) 초대형 울트라 수요일
- 67쪽에 선생님의 말 ‘ 우리 반에서 후보가 꼭 둘씩이나 나가야 하느냔 거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68쪽 안석봉의 말 ‘한 반에 후보가 둘이든 셋이든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가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 기분이 들었나요?
왜 대형마트를 이용하나요? 왜 전통시장을 이용하나요?
- 거봉 선생님은 P 마트에 무엇을 넣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백발 마녀가 왜 울음을 터뜨렸나요? (화장실이 깨끗해서) 정말로 그 이유일까
요? 화장실이 좋은데 왜 슬플까요?
마) 어디가 어때서 목요일
- 누가 영어책 펴 놓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석진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자기한테 말 시키지 말라는 방어막 같아서 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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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아줌마는 피마트 땜에 맨날 꼭지가 돌고, 그릇 가게 아줌마는 종일 징징
대기만 하고, 엄마는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시장 분위기가 진짜 요상하
다니까’ (90쪽 중간 내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피마트가 생겨서)
- 교감 선생님께서 각 반 반장을 불렀는데요 후보에 출마한 고경태와 방민규, 안
석진 빼고 나머지 반장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거 관리 위원들: 선거를 처음
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일을 함)
- 선거 관리 임시 회의가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정선거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전교 어린이 선거 규약 제 8조 3항, 유권자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는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 기무라가 안석진 윗옷 호주머니 안에 이상한 종이를 넣었고 거기에는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없던 복도 굴러들어오게 한다.’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신
통방통 부적)
- 고경태가 유세하는 동안 안석진은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리고 찰칵찰칵 카메라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툭툭 찔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101쪽 참고) (엄마가 오지 못할 것 같
은 서운함, 고경태가 부러운 마음, 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잘하고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고, 서운한 마음)
- 선거 방송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고, 떨리는 마음
을 속담처럼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103~104쪽) (구멍 난
오자미에서 모래가 새는 것처럼 열 손가락 사이사이로 기운이 줄줄 빠져나갔다.)
- 바퀴벌레 사건을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백발 마녀가 한 것으로 알려 무엇이라고
불렀을 것 같다고 했나요? (바퀴 마녀, 벌레 마녀)
- 백보리와 안석진이 한 짓이라는 것을 경찰은 무슨 단서로 알게 되었나요? (치킨
집 봉투)
- 거봉 선생님은 피마트에 무엇을 했나요? (부적을 붙였다. 피마트에)
- 복채는 무슨 뜻일까요?
- 부적 한 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결국 부적은 무슨 의미였나요? (안석진, 기운
을 빼고 재수 없게 만드는 부적)
바)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다시 금요일
- 전교어린이회장이 된다는 뜻을 안석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125쪽, 아이
들이 날 뽑았다는 건 내 공약을 뽑았다는 거고, 나에겐 아이들과의 약속인 공약
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
- 곰곰이: 곰 두 마리를 불러다 내 양옆에 한 마리씩 앉혀 두는 것
- 선거후보자를 박탈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아이들의 자치
활동임)
- 안석진은 지금까지 전교어린이회장을 하고 싶었지만 왜 하지 못했나요? (128~129
쪽) (학교 행사 때마다 엄마가 꼭 와야 하나요? 학교발전기금 하라고 내는 돈 조
금밖에 못 낼지 모르는데)
- 단상 아래의 누군가가 될 때랑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 세 후보의 선거 유세의 특징 알아보세요. (고경태: 일제고사, 각종 경시대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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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삶, 방민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안석진: 개와 사지를 비유 개는 본질
을 보지 않고 그 상태만 봐서 행동, 사자는 문제의 원인을 제고하고 잘 판단하
고 행동함)
- 132~133쪽에 내가 연설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안석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 안석진은 서영지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뒤를 홱 돌아보더니 눈을
하얗게 치켜뜨고 우리를 노려보는 모습, 우리랑 서영지는 어울릴 수 없거나 진
심을 잘 모르는구나!)
- 전교어린이회장이 되지 않았지만, 안석진은 고경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나
요? (적어도 일주일 내내 전교 어린이회장 생각을 해온 고경태가 되는 것은 당
연하다)
- 백발 마녀가 왜 웃었을까요?
사) 비밀리에 전해 오는 일주일쯤 뒤
- 피마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흡혈귀 피마트)
-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안석진 아버지: 엄마의
설득으로 행동, 슈퍼 아줌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 안석진 어머니: 아빠
까지 설득하면서 참여
- 146쪽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할 일이 생길지도’는 무슨 뜻일까요? (서로
가 의지하고 힘을 합쳐서 공동체 일을 하자)
- ‘하늘을 여전히 꿈쩍도 안 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
리 거봉 파에겐 시간이 아주 많고, 하늘을 찌르는 발차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테니까 말이다.’라는 뜻은? (여기는 하늘은 거대한 권력과 우리가 가까이할 수
없는 세계를 뜻하고 하늘을 찌르는 발차기는 뭔가의 희망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
를 뜻한다.)
<발표> 원격수업으로 인한 ZOOM을 통해서 전체 발표 또는 소그룹 회의로 시행하
였다. 교사는 소그룹 회의를 참관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평가> 책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
문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TIP> 원격수업 상황에서 책 읽어주지 않은 관계로 학생들에게 소제목별로 조금씩
읽을 수 있도록 과제를 그때그때 내야 하고 항상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책 읽기 과제가 되지 않았다면 오후에 쌍방향
ZOOM 수업을 하는 등 자율적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작품 내용 깊이 있게 살펴보기
가) 이야기의 사건과 배경을 생각해보기
- 안석진은 어쩌다가 전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요?
- 안석진과 조조, 기무라는 고경태에 대항해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펼쳤나요?
- 안석진, 조조, 기무라, 백보리네 가족은 모두 어디에서 장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서 이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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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보리와 안석진은 피마트에 가서 어떤 일을 했나요? 백보리는 왜 이런 일을 했
을까요?
- 회장 선거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 안석진은 어떤 말을 했나요?
- 백보리와 안석진, 거봉 선생이 경찰서에 다녀온 후 시장 사람들은 피마트 입점
반대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 모둠 구성원끼리 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반 전체로 답을 서로 이야기하기
<발표> 4절 스케치북에 적은 것을 발표하고, 교사는 그것을 모아서 칠판에 적는다.
<TIP> 같은 장면이 여럿이어도 상관없다. 그 중 발표할 때는 한 장면을 말하고 그
장면을 고른 이유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나) 글의 내용 간추리기
∎ 전체 내용을 6개 부분으로 나누기
- 전체 글을 모둠끼리 의논해서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 4절 스케치북에 적어서 발표하기
<TIP> 처음에는 줄거리 요약하기라고 말을 하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줄거리 요
약이 힘들면 전체 이야기를 6등분 나누어서 정리해보라고 한다.
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각각 특징 이야기해보기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특징 말해보기
- 안석진, 조지호, 김을하, 거봉 선생, 백보리, 서영지, 고경태의 각각의 특징을 쓴
다.
- 성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나오는 사실만 적으면 된다.
∎ 4절 스케치북에 적어서 발표하기
라) 인물의 특징을 보고 성격 파악하기
∎ 인물의 특징을 보고 성격을 파악해서 적기
∎ 4절 스케치북에 적어서 발표하기
3) 다 읽은 후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가) 내 마음을 훔친 장면
∎ 각자 ‘ 내 마음을 훔친 장면’을 골라 보기
- 장면 선정이 끝난 후에는 모둠원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눈다.
- 모둠원 발표가 끝나면 전체 발표를 한다.
- 우리 반에서 꼽은 ‘내 마음을 훔친 장면 베스트 3’을 뽑는다.
나) 이야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과 까닭 이야기 나누기
∎ 모둠별로 이야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말해보기
∎ 그 이유를 모둠별로 말해보기
∎ 전체적으로 발표하기
다) 상상하여 이야기 만들기
∎ 안석진이 전교 회장이 된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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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안석진이 고경태와 방민규를 이기고 전교 회장이 되었다면 학교에는, 조조
와 기무라에게는,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뒷이야기 상상하여 만들기
- 마지막 장면에서 안석진과 조조, 기무라는 거봉 선생에게 무술을 배우면서 또다
시 힘을 똘똘 뭉쳐야 할 일을 위해 ‘거봉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거봉 파가 벌이는 ‘기호 3번 안석뽕’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보세요.
<발표> 4절 스케치북에 적은 것을 발표한다.
<평가>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TIP> 성격 파악 용어를 쓸 때 폭이 넓지 않으면 다양한 단어 예시를 들어주는 것
도 좋다.
나. 주제, 탐구 질문, 프로젝트 이름 다시 생각해보기
1) 프로젝트 계획하기에서 세웠던 주제, 탐구 질문, 프로젝트 이름 등 모둠별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2) 모둠별로 모인 내용 다시 발표하기
3) 공통된 의견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협의하여 최종안 만들기
<TIP> 프로젝트 주제나 탐구 질문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에 기준, 밑바탕이 되
므로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의견을 모아 반 전체가 협의하
여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정하여 만들어낸 최종안은 교실 한쪽에
붙여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로드맵으로 사용하면 좋다.
다. ‘기호 3번 안석뽕’ 인물 사이의 갈등 토론, 토의하기
1) 인물 사이의 갈등을 생각해보기
∎ 인물이 한 행동에 대해 생각 말하기
- ‘기호 3번 안석뽕’에서 시장 사람들은 시장 옆에 대형마트인 피마트가 들어오
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마트에 바퀴벌레를 퍼트린 백보리와 부적을 붙임 거봉 선생의 행동에 대해 여
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되어보기
- 경찰서에 간 백보리와 안석진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 그리고 피마트의 점장은 서
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마트 사장’과 ‘시장 대표’가
되어 각각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2) 실제 법 조사하기
∎ 실제로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같은 규제법
이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 규제법에 대해 자기 생각 말하기
-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할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
기
<발표> 다양한 방법(ppt, 글쓰기, 사진)으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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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라. ‘기호 3번 안석뽕’ 공약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1)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뽕 공약 읽어보기
∎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 말하기
2)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뽕 공약을 검증하기
∎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뽕 공약 다시 읽어보기
∎ 기억에 남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찾아보기
∎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뽕 공약 검증 기준 토의하기
∎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뽕 공약 검증하기
3) 우리가 원하는 공약 만들기
∎ 모둠별로 3~4가지 공약을 만들기
∎ 만든 공약에 대해 왜 만들었는지 이유 말하기
∎ 각자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기
∎ 최종적으로 3가지 공약 선정하기
<TIP>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활동의 자치·적응 활동 시간을 함께 활용하면 좋
다. ‘학급자치 회장 제대로 뽑기’는 학교 행사에 임원선거 날짜를 확인하
고 그 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마한 학급자치회 회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학급을 위해서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와 제대로 된 안목으로 리더를 뽑는 것으로 초점을 두
어 수업하기를 권한다.
마. 누구나 학급자치 반장 되어보기
1)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의 되어보기
∎ 우리 반 반장이 하는 일 알아보기
-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할까
요?
- 학급회 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만 적어보자.
- 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 자질, 지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 학급회 반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 세 가지만
적어보자.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적어봅시다.
<예> 성적, 벌점, 존중, 배려, 나눔, 경력, 외모, 남학생, 여학생, 교칙 준수, 착함, 용
기, 비전, 정의감, 공정함, 창의력, 지도력, 순발력, 운동 실력, 체력, 환경 보호,
수업 태도, 발표력, 유머 감각, 경청 능력, 공감 능력, 추진력, 소통 능력, 겸손,
기타 더 중요한 것
∎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 되어보기
- 내가 만약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이 된다면 어떤 반장이 되고 싶은가요?
-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을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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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선되어야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공통으로 나온 의견 모으기
- 학급자치 반장의 자질, 역할, 지도력 관련해서 나온 의견을 모아서 발표해 봅시
다.
∎ 공약 검증하기
- 우리 반 학급자치 반장으로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공약을 만들어 봅시다.
(좋은 공약 만들기 절차: ➀ 학교 현안 찾기 ➁ 해야 할 일 정하기 ➂ 해결 방법
찾기 ➃ 최종 공약 선정)
- 공약 계획서 제출하기
- 서로의 공약을 비교하여 봅시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고, 기준을 세워서 검증하
여 봅시다.
바. 누구나 유권자 되어보기
1) 제대로 된 유권자 되어보기
∎ 지식채널e - ‘달라진 한 표의 의미’ 시청하기
https://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20248334
2) 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 영상보고 기억에 남는 점, 배운 점 이야기하기
∎ 올바른 유권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후보자 중 제대로 된 인물을 어떻게 뽑는지 이야기 나누기
사. 학급자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조사하기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이야기 나누기
∎ 선거 관리위원장과 위원 선출 방법 이야기 나누기
∎ 선거 관리위원장과 위원 선출하기
아. 학급자치 반장 제대로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학급자치 반장, 부반장 선출 일정 잡기
∎ 공약 중심의 선거 운동하기
- 후보자 선거운동원도 뽑는다. 단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원이 같이 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 선거송, 홍보물(피켓, 팸플릿), 선거 동영상을 만든다.
∎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후보자 정책 토론회, 학급자치 회장 출마 변, 공약 발표 듣
기
∎ 출마한 학급자치 회장 자질, 리더십,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와의 대화
∎ 후보자 간의 토론회 개최
∎ 제대로 된 투표·개표 준비하기 (기표소 빌리기-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발
송, 투표함, 투표 종이 등 준비)
∎ 투표소에 선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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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진행
∎ 당선인 결정
∎ 후보자 당선 변 듣기
∎ 선거관리위원회 명으로 당선증 수여
∎ 선거 후 선출한 학생자치회 임원의 공약 이행 중간 점검 토론회
∎ 자신이 한 역할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당선자, 탈락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관리위원회장, 선거관리위원, 유권자 등 자
신의 역할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평가>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TIP>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활동의 자치·적응 활동 시간을 함께 활용하면 좋
다. ‘학급자치 회장 제대로 뽑기’는 학교 행사에 임원선거 날짜를 확인하
고 그 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마한 학급자치회 회장이 책임감
을 느끼고 학급을 위해서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
다.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와 제대로 된 안목으로 리더를 뽑는 것으로 초점
을 두어 수업하기를 권한다.
자. 학교,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하기
1) 학교나 우리 지역의 문제 알아보기, 찾아보기
∎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평소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시·도청 홈페이
지, 지역신문이나 뉴스 살펴보기,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과 면담
∎ 학교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목화하기
∎ 지역에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 정하기
∎ 학교나 지역 문제 자료로 만들기
- 표, 막대그래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2) 학교나 지역 문제 해결하기
∎ 정해진 문제에 대해 자료 수집하기
∎ 수집한 자료 분석하기
∎ 문제 발생의 원인 파악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 탐색하기
-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해결방안의 장단점과 필요한 비용 비교하기
∎ 해결방안 결정하기
- 다양한 해결방안을 낼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 실천하기
- 주민센터나 시청에 편지쓰기, 시청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에 글쓰기, 지역 주민
에게 홍보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 보이기
-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등의 느낌과 배운 점, 시도해 보고 싶은 점

- 204 -

을 이야기 나눈다.
<발표> 편지, 홈페이지에 글 쓴 것, 다양한 홍보물을 발표한다.
<평가>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주제와 적합하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둠이 참여하고 발표한다.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는다.
<TIP>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니고 있
는 학교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
면서 바람직한 주민 참여 태도를 알게 한다. 해결해야 할 학교나 지역 문제
를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
공한다.
차. 나는 민주시민이었는가?
1) ‘민주시민 되기’ 평가
∎ ‘민주시민 되기’ 스스로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민주시민이 되었는가?
- 어디에서 내가 민주시민 되었다고 느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민주시민 되기’ 성찰하기
- 지금까지 진행한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에 관해 맥락을 집어서 설명해 준
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에 시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수채화로 표현하기
∎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노래로 불러보기
∎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ppt로 만들기
∎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글로 쓰기
<발표> 그림, 노래, 동영상, ppt, 글쓰기로 발표한다.
<평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주제와 적합하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둠이 참여하고 발표한다.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는다.
<TIP>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 짝, 모둠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선택
도 자율권을 줘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마지막
활동이니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생각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시도하고 싶
은 점이 다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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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설계한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과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남으
로 수업을 설계한 것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 설계한 수업을 온라인 수업 상으로 구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구현해 낼지 고민이면서 다른 면에
서는 떨리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기호 3번 안석뽕’ 책을 교과서 받을 때 ‘행복 씨앗 학교 4학년 교육과정 운영비’에
서 구매하여 각자 1권씩을 배부하였다. 우선 온작품읽기 수업을 시작으로 평소 교실 수업에
서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업과는 다르게 작은
소제목 하나씩 각자 읽고 작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수업
을 진행하였다.
책 읽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 작은 소제목을 2~3일 정도 기간을 주고
읽게 하였다. 2) 국어 수업이 들어 있지 않은 시간에도 수시로 읽었는지를 점검하여 읽지
않는 아동들이 없게 하였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고는 그 이후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에 여기에 온 초점을 맞추어 관심과 여력을 모두 투자하였다. 3) 수업 당일 zoom으로 확인
한 후 읽지 못한 학생들은 시간을 점심시간까지 주어 오후에 수업을 시행하는 융통성을 발
휘하였다. 4)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책 내용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내었다. 책 내용에 관한 질문, 그 안에 숨겨진 내용,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토
의, 토론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만들어 내었다.
프로젝트 시작인 프로젝트 계획하기부터는 시작하지 못했다. 주제에 관련된 내용 찾기, 주
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예상 탐구 질문 만들기는 아이들과 레포 형성도 안 되고
교사인 나도 zoom으로 하는 실시간 수업에 대한 낯선 환경에서 수업 내용까지 시도하기에
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호 3번 안석뽕’ 책 함께 읽기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책을 읽어주기 활동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과제로 소제목 별로 제시하였고, 과제 해
결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설 때는 ZOOM 수업을 하기 전 9시부터 30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ZOOM 수업 후 읽는 시간을 따로 주었고, 수
시로 카톡이나 클래스팅을 통해서 읽기를 독려하고, 점검하고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깊이 읽게 읽는 활
동에 전력을 다였다.
소제목의 책 읽기가 끝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만들
어 책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였다. 수업 형태는 전체로 ZOOM을 통해 물어보고
손 표시를 한 후 답을 말하는 수업으로도 하고, 소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질문을 모둠끼리
답해보는 활동과 미리 카톡에 질문을 공지하고 학생들이 학습 노트에 답을 쓰는 활동을 한
후 ZOOM을 통해 발표하는 형태도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책을 내용을 알아보는 단답
형과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는 질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유추하는 질문 등 다양한
형태도 제시하였다. 소제목이 끝난 후에는 항상 줄거리 간추리기를 하였고,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전체 줄거리 간추리기를 하였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전체적인 책의 느낌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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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쓰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기호 1번 고경태, 기호 2번 방민규, 기호 3번 안석진 3명의 후보의 공약 검증 기준을
세워 공약을 검증하는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기준을 세운 것으로 3명의 공약을 검증했는데
다 통과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공약 검증을 다시 기준을 세워서 수업하였다. 추가된 공약
검증 기준은 ‘실천 가능한가?’였다. 학생들이 기준을 세워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정
말 대단했고 뿌듯했다.
P 마트 사장과 전통시장 상인의 처지에서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어색하면서도 두려우면서
도 긴장감 있는 재미있는 수업으로 소감을 나누어 주었다. 대립토론으로 했지만, 대립토론
의 형식을 조금 빌렸을 뿐 시간 등 규칙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찬성, 반대를 번갈아 하
면서 말할 기회를 주었고, 상대편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게 말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자못 진지하게 말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같은 법이 생겼다고 말해주었다.
지금부터는 등교수업에서 진행한 수업이다. 등교수업 첫날은 학교 목표 세우기와 학급 규
약을 정하는 것을 한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하였고, 다음날 도덕의 ‘학급 규약 만들기’ 내
용과 국어 시간에 ‘회의를 해요.’의 내용으로 학급 목표 세우기와 학급 규약 만들기 수업
을 하였다. 이 수업은 처음에 프로젝트 수업에는 없는 내용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3가지 적어보라고 했다.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주
었다. 몇 개의 예시를 들어 준 뒤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끈기, 도전, 창의
력, 친절, 배려, 약속, 행복, 자신감, 협동, 추상적 사고가 나왔다. 이중 가장 많이 나온 행
복, 도전, 창의력으로 문장을 만들어 우리 학급 목표로 삼기로 했다. 위의 3개의 단어를 가
지고 아이들은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었다. ‘행복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 반’,
‘약속을 지키고, 행복을 쌓고, 도전하고, 창의력을 더하는 우리 반을 만들자!’, ‘약속도
잘 지키고 행복하게 공부에 도전해 창의력을 발휘’, ‘약속을 하려고 노력하자!’, ‘친구
들과 행복하게 놀자’,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할 것을 약속한다.’, ‘도전하고
창의력 행복을 키우는 우리 반’ 등 다양하게 나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공부
에 도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약속을 지키는 우리 반!’을 학급 목표로 정하고 학급 약속은
행복하게 공부에 도전은 1. 토의, 발표 노력하기 2. 복습 열심히 하기 3. 자기 생각을 잘 말
하도록 노력하기 창의력 발휘는 1. 책 열심히 읽기 2.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반으로 약속
을 잘 지키는 우리 반은 1.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2. 인사 잘하기, 3. 시간 약속 잘 지키
기, 4. 생활 속 거리를 두기로 정했다.
학급자치회의 반장, 부반장 선거는 ‘기호 3번 안석뽕’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한 다음 학
급자치회 출마자를 받았고, 공약을 잘 선정해서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것을 유권자 앞에서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세워 발표하는 출마자의 검증을 원격수업 때 공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투표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1학기 반장, 부반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실 공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공지하였다. 당선증 교부는
학교 선거 관리위원장이 직접 하였고, 반 아이들 앞에서 당선증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앞
에서 계획한 학급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은 학교에서 이미 활동 중인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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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활동하여 ‘학급자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하지 못했다.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빌리려고 했던 기표소도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수업이 늦어지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회 교과의 4단원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단원에서 학교나 지역
현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과 미술, 음악 교과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진행하지 못했
다. 프로젝트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아 ‘자치’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 면이 있다.
‘민주시민 되기’ 평가는 소감 나누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처음에 계획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진행하지 못했으나 다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수업을 ‘기호 3번 안석뽕’ 온작품읽기로 시작하여 소감 나
누기로 마무리했는데 수업 내용과 방법에 따라 원격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과 등교수
업 때 구현할 수 있는 것 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목표에 도달하는 것들을 고민하여 운영
하였기에 기간이 더 길어졌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인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학교라는 공간의 소중
함과 모둠수업과 협동 수업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등교해서도 모둠수업과 협동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절차가 단계가 더 추가됨에 따라 수업 시간
이 길어지고, 앞에서 교사가 사회를 많이 보게 되어 아이들의 자치 역량을 더 키우지 못하
게 됨이 아쉽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요즘 모색 중이다. 다음 프로젝트 때는 모둠수업
과 협동 수업의 가능 구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
6. 프로젝트 일정표
∎ 4.20~5.28 : ‘기호 3번 안석뽕’ 책 함께 읽기 (원격수업)
1) 작품 각자 읽기
2) 작품 내용 깊이 있게 살펴보기
3) 깊이 있게 들여다본 내용으로 토의, 토론하기
∎ 6.3~6.4 : 학급 목표 세우기 및 학급 규약 만들기 (등교수업)
∎ 6.5~6.12 : 학급자치회 반장, 부반장 선출하기 (등교수업)
1) 누구나 유권자 되어보기
2) 학급자치회 반장, 부반장 선출하기
∎ 6.19: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수업 총평 (등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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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 모습

‘기호 3번 안석뽕’ 책 내용 문제 맞히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내용 문제 맞히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내용 간추리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내용 간추리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내용 문제 맞히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읽고 느낌 쓰기

- 209 -

선거에 대해 알아보기

공약 만들고, 공약 살펴보기

다른 사람 공약 평가 기준 세워서 평가하기

다른 사람 공약 평가 기준 세워서 평가하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읽고 편지쓰기

‘기호 3번 안석뽕’ 책 읽고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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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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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피마트 사장’과‘시장 대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기

학급 목표 세우기와 학급 규약 만들기

학급 목표 세우기와 학급 규약 만들기

3개의 가치 단어를 골라서 학급 목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우리 반 학급 목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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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

오창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받기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소감 나누기

‘민주시민 되기’ 프로젝트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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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기호 3번 안석뽕! 책 읽고 생각해보기
이름:
◈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호 3번 안석뽕’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여 써보세요.

◈ 마지막 장면에서 안석진과 조조, 기무라는 거봉 선생에게 무술을 배우면서 또다시 힘을 똘똘 뭉쳐야
할 일을 위해 ‘거봉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봉파가 벌이는 『기호 3번 안석뽕』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보세요.

◈ 이 이야기는 안석진이 조조, 기무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교 회장 선거에 갑자기 출마하면서 벌어
지는 사건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까닭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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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3번 안석뽕’에서 시장 사람들은 시장 옆에 대형마트인 피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마트에 바퀴벌레를 퍼트린 백보리와 부적을 붙인 거봉 선생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 경찰서에 간 백보리와 안석진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 그리고 피마트의 점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
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마트 사장’과 ‘시장 대표’가 되어 각각의 생각을 말하여 봅시다.

각자의 주장

피마트 점장

시장 대표

◈ 실제로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 강제 휴무와 같은 규제법이 존재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자
기 생각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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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규약 만들기
이름:
1. 우리 반을 어떤 반으로 만들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1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가지 쓰세요.
예를 들면: 성적, 벌점, 존중, 배려, 나눔, 경력, 외모, 교칙 준수, 착함, 용기, 비전, 정의감, 공정
함, 창의력, 리더십, 순발력, 운동 실력, 체력, 환경 보호, 수업 태도, 발표력, 유머 감각, 경청 능
력, 공감 능력, 추진력, 소통 능력, 겸손, 창의력, 뛰어남, 행복, 사랑, 인내, 공부, 독서, 약속 기
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우리 반 대표로 뽑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자.
♥주제 1. 학급회 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만 적어보자.

1)
2)
♥주제 2. 학급회 반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 세 가지만 적어보자. (◆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적어 봅시다.)

예를 들면: 성적, 벌점, 존중, 배려, 나눔, 경력, 외모, 남학생, 여학생, 교칙 준수, 착함, 용기, 비
전, 정의감, 공정함, 창의력, 리더십, 순발력, 운동 실력, 체력, 환경 보호, 수업 태도, 발표력, 유
머 감각, 경청 능력, 공감 능력, 추진력, 소통 능력, 겸손, 기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
다.
조건

이유(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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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현대사회에서는 첨단기술과 농업 생산성 등의 혁신적인 발달 속에서도 여전히 환경과 인
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과 사회 각 분
야에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브른트란트는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를 통해 지속 가
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
전”을 의미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발전적 필요와 환경적 필요가 동등하게 충족되는 것”으로 정
의했다.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유엔
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10개년’으로 선포하고, 유네스
코를 실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을 아예 ‘지속가능부(Sustainable Ministry)’로 바꾸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지속발전 가능성은 삶의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광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 부족이다. 에너지원과 식량자원이 부족하
다. 주요 광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천연자원의 부족을 교육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보
완해왔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청정 에너지원 개발, 자원 절약
형 기술 개발 그리고 생활 및 소비 행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곳곳에 남
아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
다”라고 역설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개념적 기원과 그 실천의 뿌리를 환경교육과 함께 하고 있다. 환
경 교육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
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자연, 사회, 경제, 정
치 등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여 환경 보전, 평등과 인권, 적절한 개발, 민주주의 실현 등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특성이 지닌다.
환경·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 교육, 해
양 교육, 농업·이해 교육, 산림교육,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해서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식물과 친해져요’라는 프로젝트 제목 아래 주변에 동식물을 찾아보
면서 자연스럽게 동식물을 친근하게 느끼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동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도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고, 생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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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안하는 글쓰기를 국어 시간에 쓰려고 한다. 제안하는 글을 학교 게
시판에 홍보하고, 체육 표현활동의 영역으로 리본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동·식물을 자연, 생태, 환경 관련한 음악에 맞추어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 권혁도 생태 작가를 모시고 누에에 대한
한살이와 관찰하여 그리는 그림의 특징을 프로젝트에 넣어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체험학
습과 모둠학습이 원활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번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미흡하나마 과학 전담 교사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
다.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속화로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동식물과 친하기 지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에 대한 중요성,
생명체에 대한 철학과 태도 보이기, 인간과 동물의 조화 및 공존, 그것을 위한 노력, 소소하
게 실천하여 환경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고자 기획하였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대상 학년

동식물과 친해지기
교과명

(인원/모둠)
성취기준
• 듣기·말하기[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읽기[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
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

• 쓰기[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 쓰기[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
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문법[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

4학년
(13명/짝 활동)
관련 단원

독서 단원-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1. 생각과 느낌을 나
누어요
6. 회의를 해요
8. 이런 제안 어때요
9. 자랑스러운 한글

용한다.
• [4과13-01]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관련
교과

설명할 수 있다.
• [4과13-02]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식물을
과학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할 수 있다.

3. 식물의 한살이

• [4과13-03]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을 조사하
여 식물에 따라 한 살이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
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술

•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1.

자연에서

미술을

느껴요
2. 관찰하여 나타내기

• [4미03-02]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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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4도02-02] 참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느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1. 마음을 열며
1) 새가 날아든다(새
타령, 조명곡)

•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음악

• [4음01-06]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 보고 느낌을 발표한
다.

2. 느낌을 담아
1) 비자나무
2) 뻐꾸기
3) 파란마음 하얀 마
음

• [4체04-05] 신체활동에 나타나는 리듬의 유형과 요소
4. 표현

를 탐색한다.
체육

• [4체04-06] 음악(동요, 민요 등)에 맞추어 신체 또는 여
러 가지 도구(공, 줄, 후프 등)를 활용한 다양한 동작

1) 도구로 리듬 표현
하기

을 표현 상황에 적용한다.
학습
기간

2020.06.22~2020.07.24 (25일간, 45차시)

학습 공간

4-2 교실, 과학실, 야외
(텃밭, 운동장)

•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동식물 한살이에 대해 듣고, 교감하
면서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
학습
목표

•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을 길러, 글로 오창초 학
생들과 소통, 협력, 설득의 과정을 경험한다.
• 동식물을 직접 길러보고 그들의 한살이를 통해 생명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
을 신체로 표현한다.
•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나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생태 및 환경의 민감성을 키운다.

탐구
질문

• 동식물을 친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할까요?
• 동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 우리 주변의 환경 및 생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로젝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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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평가 관점
주제망 그리기와 그룹핑을 통해 탐구 문제에 아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한다.

평가 방법

모둠평가

주제를 찾아
프로젝트

주제망 그리기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주제를

계획하기

정한다.
과제 활동을
위한 역할 분담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
을 분담한다.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관찰평가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자료이해 및
종합분석 정리

수행 결과물 평가
개인평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사

모둠 내 동료평가

한다.

모둠 간 동료평가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수행 결과물 평가
개인평가

과제 수행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

실행하기

있게 수행한다.

주제와 적합하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수행 결과물 평가

결과물 제작

개인평가

수행 결과물

모둠 내 동료평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주어진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모둠 간 동료평가

관찰평가
개인평가

발표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학생
들의 호응을 받는다.

- 220 -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이 프로젝트는 ‘동식물과 친해지기’라는 큰 주제에 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도덕 교과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이다. 교사가
내용을 고민하여 넣었지만, 그것에 대한 활동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진
행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우선 표현과 지속 가능한 실천에 대한 중심을 두는 프로젝트이기에 학생들이 철학과
태도를 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현능력에 대한 기능 향상도 목표로 두었기에 신장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할 시간을 확보해 주고 가정학습 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 내용도 알리고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히 관찰하여 표현하기 기능 신장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는 ‘동물도
감’, ‘식물도감’, ‘세밀화로 보는 꽃과 나비’,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
책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아침 활동을 시작하였다. 4개의 종류 책은 13명이 나 볼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하고, 그것을 두꺼운 A4로 교사가 직접 만든 미니북에 그대로 보
고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간략하게 쓰는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책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그림이 그려진 미니북은 권혁도 작가와의 만남 때 마지막에 장에는 사인받고,
프로젝트
준비하기

미니북을 들고 작가와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림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다.
과학 전담 교사와 소통하여 식물의 한 살이 단원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였고,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것도 다른 교과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도 필요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료를 찾거나 과
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완성된 자료를 올리거나 체육의 표현활동을 집에서 연
습하는 과정을 카톡에 올리거나 식물을 관찰하여 그리기 방법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도
록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고, 서로에게 피
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좀 더 나은 과제 수행을 하여 과정과 결과에 도움
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실 환경도 동식물과 친해질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목에
맞는 식물, 동물 관련 책을 한쪽 코너에 마련해 두고, 특히 권혁도 작가와의 만남은
이번 프로젝트의 꽃이기에 학교도서관에서 그분과 관련된 책을 특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7월 8일 만나는 권혁도 작가 홍보 코너도 만들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
한 내용을 바로 쓸 수 있는 액자를 만들어 책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
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
프로젝트 전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갖고 느낀 것, 배운 것, 시도하
고 싶은 것을 통해 다음에도 도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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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 접근하기
1) 주제를 관련 내용 찾기
∎ 주제에 관련된 내용 찾기
- 7월 8일에 권혁도 작가가 우리 학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 ‘권혁도 작가’ 책을 보여준다.
- ‘동물도감’, ‘식물도감’, ‘세밀화로 보는 꽃과 나비’,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를 인터넷 서점 사이트를 이용하여 찾아서 보여준다.
- 학교도서관에서 빌려온 ‘권혁도’ 작가 관련 책을 보여준다.
-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유추한 내용을 발표하면 교사가 그것을 칠판에 붙인 4절지 종이에 적는다.
- 무슨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주제를 정해 보라고 하고, 그것에 맞는 내용을
국어, 체육, 미술, 음악, 도덕, 과학 교과서에서 찾아본다.
∎ 개인별로 발표하기
- 교과서에 내용을 찾았으면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
- 내용을 포스트잇에 정리하기
2) 주제를 정리하기
∎ 주제를 정리하기
- 주제를 정하고, 교과 내용을 찾았으면 개인별로 내용을 다양한 방법(마인드맵, 그
프로젝트
계획하기

림, 표) 등으로 정리할 시간을 준다.
∎ 정리한 것을 발표하기
- 정리한 것을 개인별로 반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4절지에 정리한다.
- 정리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간다.
나. 예상 탐구 질문 만들기
1) 예상 탐구 질문 작성하기
∎ 예상 탐구 질문 작성하기
-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탐구 질문을 작성한다. 많은 탐구 질문을 만들어내면 좋
다.
∎ 예상 탐구 질문 분석하기
- 예상 탐구 질문에 활용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2) 예상 프로젝트 이름 짓기
∎ 주제에 맞는 이름 짓기
- 개인별로 생각나는 주제를 마구마구 말한다.
- 주제에 맞는 이름을 짓기
∎ 이름 선정하기
- 개인별로 프로젝트 이름을 말한 후 이유 설명하기
-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이름을 선정하기
<발표>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권혁도 작가’와 관련된 주제 단원을 찾은
것을 발표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면 교사가 그것을 듣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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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절 스케치북에 그린다.
<평가> 주제망 그리기와 그룹핑을 통해 탐구 문제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한다. 원만
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주제를 찾고 제목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정한다.
<TIP> 모둠으로 주제를 찾고 그것에 맞는 단원을 찾고 모둠별로 토의·토론 후 알맞
은 제목과 주제를 모둠별로 만들어 내어 4개의 주제와 제목이 모여지면 전체
토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모둠 수업
이 불가하여 개별 발표를 하였고, 교사가 그것을 모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권혁도 작가’의 힌트를 듣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그것에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학생의 의견이 프로젝트 계획에 반영되고,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세운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교
사는 먼저 계획의 틀을 짜는 사람이다. 그것이 교사 주도라 잘못되고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성취기준에 맞게 학
생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
는데 학생의 참여가 없으면 학생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렵기에 계획에서부
터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가. ‘권혁도 작가’ 책 함께 살펴보기
1) 작품 들여다보기
∎ 소제목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2) 지식 관련 책을 읽는 방법과 내용 생각해보기
∎ ‘동물도감’의 책 살펴보기
- 동물도감에 나오는 동물 찾아보기 무슨 동물이 있나요?
- 동물이 나오는 그림은 사진일까요? 그렸을까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
- 동물 그림 옆에는 글이 나와 있지요? 무슨 내용의 글인가요?
- 어려운 내용이나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 미니북에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기
프로젝트

- 아침에 오면 선생님이 만들어 준 미니북을 꺼낸다.

실행하기

- 제일 처음에 앞표지에 그림을 그린다.
- 이 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목을 그리고 그것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
- 책꽂이에 마련되어 있는 ‘동물도감’, ‘식물도감’, ‘세밀화로 보는 꽃과 나
비’,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 책 중에서 알아보고 싶고 그려보고 싶
은 동물이나 식물이 나오는 책을 선택한다.
- 왼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마지막 1장 남을 때까지 아침 활동을 꾸준히 한다.
- 제일 뒷장에는 일반적인 책처럼 출판사, 제작연도 등을 넣어 책을 완성한다.
∎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은 ‘작가에게 묻는다.’ 코너에 질문을 쓰기
-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그때그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질문을 쓰고 붙인다.
<발표> 그날그날 그린 내용과 쓴 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반 카톡방에 올려 공유를
하고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음 날 아침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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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작가에게 묻는다.’ 코너에 질문이 붙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아침 활동 시간에 질문을 읽어주고 피드백을 주었다.
<평가> 지식 책을 읽는 방법 책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
로 이해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TIP> 미니북 제작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일
반적으로 작가의 책을 구매하여 사인을 받고 그것을 두고두고 보는 방법으
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책도 학생들이 구매하기에도 행
복씨앗학교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미니북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니북
제작의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주기 방식으
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민감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번 프로젝트
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적극성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아침 활동,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물어보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3) 작품 내용 깊이 있게 살펴보기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 미니북 활동을 하는 아침 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미니북을 살펴보고
피드백을 주거나 사례 이야기를 해준다.
<발표> 교사가 직접 미니북을 들고 설명하거나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보여준다.
또는 카톡에 올라온 미니북 공유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표도 하고, 피드백해
준다.
<TIP> 처음에 골랐던 책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책이 16권 정도가 있으니 아침 시
간에 제일 먼저 온 친구가 고를 수 있는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또, 아
침 활동을 10분 밖에 못 하는 학생들은 점심시간, 주말을 이용해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나. 과학 : 3단원. 식물의 한살이
1) 씨에서 자라게 될 식물 상상하기
2)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하여 보기
∎ 씨의 모양과 색깔 관찰하기
∎ 여러 가지 씨의 특징을 써보고 그림 그리기
∎ 여러 가지 씨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기
3)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 세우기
4) 씨가 싹이 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5) 씨가 싹 트는 과정 관찰하기
6)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
7) 잎과 줄기가 자란 정도 측정하기
8) 꽃과 열매를 관찰하기
9)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조사하기
∎ 벼와 감나무의 한 살이 알아보기
∎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조사하기, 내용 정리하기
10) 한눈에 볼 수 있는 식물의 한 살이 자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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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한 살이 책 만들기
∎ 전시하기
<발표> 텃밭에 심은 강낭콩 사진을 찍어 과학실에서 그림 그려 정리한다. 식물의
한 살이 책을 만들어 내용을 정리한다.
<평가> 강낭콩 한 살이 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험관찰에 기록하는 것
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TIP>2)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은 원격수업 때부터 학생과 학습한 것으로 수업 기간이
길었다. 그리고 등교수업 후에 텃밭에 자란 강낭콩을 관찰하여 그리고 강낭
콩 열매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수업으로 마무리되었다. 작년에는 직접
강낭콩을 심어 기르는 수업으로까지 진행하여 아이들의 노작 활동에도 중점
을 두고 지도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봄이 한참 지난 후에 학생들을 만났
기에 식물의 한 살이 수업은 열매를 관찰하는 수업에 그쳤다. 자라는 과정
을 관찰하기에는 긴 과정이므로 중간에 수업을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확한 열매는 주말 과제로 내어 음식으로 강낭콩 밥을 해 먹거나 그것을
다시 심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강낭콩을 어떻게 했는지 카톡에 공유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인간과의 공존과 조화까지 생각해서
수업의 마무리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어-8. 이런 제안 어때요.
1) ‘8. 이런 제안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기
∎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살펴보기
- 이 단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길러져야 하나요?
-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 찾아보세요.
-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찾으면 교사는 4절 종이를 칠판에 붙이고, 그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적어 준다.
- 그럼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 낸 프로젝트 주제랑 제목과 연관 지
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제안하는 글에 대해 알기
∎ 이야기를 듣고 내용 파악하기
∎ 제안하는 글의 짜임 알기(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 제안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리기
∎ 제안하고 싶은 내용 말하기
3)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기
∎ 글 읽기 (운동합시다)
∎ 문장의 짜임 알기 (누가/무엇이+어찌하다/어떠하다)
∎ 짜임에 맞게 문장 나누기
∎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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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잇에 표현한 문장을 5개 적어보기
∎ 4절에 붙이고,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피드백 주기
∎ 만든 문장을 누가/무엇이냐와 어찌하다/어떠하다로 나누어 보기
4)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1L의 생명’ 영상을 보고 제안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 정리하기(문제 상황, 제안
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제목)
∎ 제안하는 글의 특징 생각하며 글 완성해 보는 연습하기
∎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5) 제안하는 글쓰기
∎ 문제 상황 떠올리기(생태, 환경, 동식물과 친해지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 휴대폰을 이용하여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 사진, 자료 검색하기
∎ 제안하고 싶은 문제 상황 정하기
∎ 제안할 내용 정하기
∎ 제안하는 글쓰기(문제 상황 떠올리기, 제안할 내용과 까닭 떠올리기, 제안하는 글
에 알맞은 제목 붙이기)
∎ 제안하는 글을 써 붙일 방법 정하기 (읽을 사람 정하기, 장소와 위치 정하기, 글
씨의 크기, 모양, 색깔 정하기)
6) 제안하는 글을 고치기
7) 제안하는 글 홍보하기
<TIP>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글로 만들어 내어 다른 사람
들을 글로써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우리 반에서 글을 발표하고 카
톡으로 공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전체 아동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등
여러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그 대상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이 다
르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했다. 공유 방식이 우리 반
에서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과
정을 설명해 준 후 글쓰기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수업
에 참여하게 된다. 읽을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방법, 학급 홈페이지
에 올리는 방법,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도 있겠다.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을 잘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식까지도 고민
하게 만들면 국어 교과의 회의를 해요. 단원 또는 미술 교과의 알리는 글 꾸
미기 수업도 함께 구성할 수도 있겠다.
라. 도덕-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1)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기
∎ 아름다움의 의미와 종류 알기
∎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에 관해 탐구하기
2)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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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환경, 동식물 친해지기 관련하여 실천 목표 정하기
- 제안하는 글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천 목표 정하기
- 1주일 동안 실천해보기
∎ 실천한 후 소감문 작성하기
<발표> 자기가 정한 실천 목표나 소감문을 사진 촬영 후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TIP> 제안하는 글을 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글에 맞게 자신도
실천해보고 자신이 제안하는 글이 정말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
득하여 실천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인가를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다. 글과
생각과 실천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합이 맞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
을 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누구든지 다
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실천을 통한 제안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제안은 빛을 내는 것이다.
마. 음악-자연, 생태, 식물, 동물과 관련된 노래
1) 교과서에서 자연, 생태, 식물, 동물과 관련된 노래 찾기
∎ 교과서에서 자연, 생태, 식물, 동물과 관련된 노래를 개별적으로 찾아보기
∎ 포스트잇을 가지고 표시할 시간을 주기
∎ 발표하면 교사가 4절지를 이용하여 그 노래를 받아 적기
∎ 배운 노래는 삭제하고 배우지 않는 노래 선택하기
2) 뻐꾸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노래 익히기
∎ 뻐꾸기 새 사진 자료 찾아서 보여주기
∎ 노래의 특징에 맞게 불러보기
∎ 리듬을 타면서 불러보기
3) 주제에 맞는 알맞은 노래 선택하기
∎ 체육 시간에 리본을 이용한 도구로 생태, 동물, 식물 관련해서 표현활동을 할 때
주제에 맞는 노래 선택하기
∎ 눈을 감고 들어보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기
<발표> 기존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 음악과 체
육을 융합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평가> 체육의 리본으로 표현하기 활동에 사용될 음악이므로 음악과 리본으로 표
현하기가 잘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TIP> 주제에 맞는 알맞은 노래 선택하기에서는 아직 리본의 기본동작이나 리본으
로 하는 표현활동을 구체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기에 음악 그 자체를 느끼
면서 ‘내가 동물이라면?’ 또는 ‘내가 식물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음악을 들어보기를 권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바. 체육-도구로 리듬 표현하기
1) 리듬체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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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연재 동영상 보여주기
- 리듬체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 손연재 선수를 알고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FMawL9_cLns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리본 체조 동작 살펴보기
- 가장 쉬운 동작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어려운 동작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전해보고 싶은 동작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리듬체조 기본동작 살펴보기
- 리듬체조 기본동작 동영상 보여주기
https://www.youtube.com/watch?v=Jc7gabZfpfQ
- 물결 모양, 나선 모양, 8자 돌리기, 원 모양, 던지고 받기 2가지~6가지 동작 자세
히 살펴보기
2) 리듬체조 기본동작 6가지 연습하기
∎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기
- 동영상을 보면서 6가지 동작마다 특징 찾아보기
- 각 동작을 표현할 때 주의할 점과 좀 더 신경 써서 연습해야 할 곳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찾아보기
- 찾는 것을 힘들어하면 교사가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각 동작의 특징을 말해
주기
∎ 연습한 동작 표현하기
- 체육관에서 리본을 가지고 6가지 동작 연습한다.
- 안 되는 동작 위주로 좀 더 연습을 좀 더 한다.
- 짝끼리 안 되는 동작을 서로 알려주면서 연습한다.
- 교사가 연습한 모습을 관찰 후 6가지 동작 중 가장 잘되는 학생을 뽑아 시범으로
보이게 한다.
∎ 기능향상을 위한 연습 시간 확보하기
- 연습용 리본을 가정으로 배부해 방과 후 와 주말에 연습하게 한다.
- 연습한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하여 서로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리듬표현 활동 기본 계획 세우기 (학습지 활용)
∎ 프로젝트 주제를 생각하며 리듬 표현활동 기본 계획서 세우기
- 프로젝트 주제를 생각한다.
- 나는 무슨 주제로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선택한다. (음악 시간에 자연, 식물, 동물, 생태에 관해 배운
노래 중심으로)
- 주제나 노래 가사에 맞는 리듬체조 동작을 생각한다.
- 작품의 제목을 생각한다.
- 연습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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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작성 후 학습지를 정리하기
4) 리듬표현 활동 계획서 발표하기
∎ 짝꿍끼리 서로 발표하기
- 서로 의문 나는 점이나 보충해야 할 점을 말해준다.
- 피드백을 받고 학습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 선생님께 피드백 받기
- 짝꿍한테 서로 피드백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자기 계획 이야기를 한다.
- 더욱더 심도 있고 주제에 맞는 피드백을 준다.
5) 리듬표현 활동 계획서 참고하여 연습하기
∎ 계획서를 참고하여 연습하기
-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계획서를 보고 연습할 시간을 준다.
- 연습이 덜 된 학생들은 방과 후나 평일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연습한다.
- 연습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카톡방에 공유하여 서로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한다.
∎ 음악에 맞추어 연습하기
- 선택한 음악을 체육관에서 다 들릴 수 있게 틀어준다.
- 선택하지 않는 음악이 나오면 각자 한쪽에서 연습한다.
- 선택한 음악이 나온 경우는 중앙에서 연습한다.
- 계획했으나 음악과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하여 연습한다.
- 음악을 카톡방에 공유하여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준다.
6) 생태 관련 리듬표현 활동 발표회 하기
∎ 리허설 하기
- 같은 음악으로 표현하는 학생들끼리 발표를 한다.
- 같은 음악이 아닌 학생들은 관람 후 피드백을 준다.
- 최종 발표 공지를 한다.
- 연습 시간을 더 준다.
∎ 최종 발표회 하기
- 자발적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주제를 말한 후 발표한다.
- 관람자는 평가자가 되기도 하니 평가 기준을 말한다.
- 관람 후에는 응원의 박수와 칭찬 샤워를 한다.
<평가> 체육의 표현과 안전에 관한 과정 중심평가랑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이므로
학생들과 함께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가 되도록 해야 하므로 평가의
기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발표회 당일의 모
습으로만 평가를 진행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TIP>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참여도가 달라지므로 체육 수업
시 필요한 간단한 도구는 학습준비물이나 교육과정 운영비, 학급운영비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습 시간이 부족하므로 과제 제시가 필요
하다. 오히려 수학, 국어, 영어 과제보다는 체육 과제는 정말 즐겁게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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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 자신들도 기능 향상 여부가 영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 연습 영상을 카톡에 올리고 공유할 때는 그전
에 카톡방 사용 규칙에 대해 학급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이 만들
어지고 그것에 대해 잘 지키는 습관이 길러지면 카톡방 사용에 대해서는 다
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도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사. 국어– 작가와의 만남
1) 권혁도 작가 강연 듣기
∎ 작가가 준비해 온 사진을 보며 강연 듣기
-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들을 때 다양한 질문을 한다.
2) 5령 누에 관찰하기
∎ 5령 누에의 특징 생각해보기
- 작가 설명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
- 들은 설명과 관찰한 5령 누에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찾는다.
-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의 책에서 나온 5령 누에와 비교해본다.
3) 5령 누에 관찰일지에 그리기
∎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 5령 누에를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도록 한다.
- 관찰된 특징과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도록 그린다.
∎ 그리면서 보지 못했던 5령 누에 질문하기
- 강의를 들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5령 누에에 대해서 질문하다.
4) 작가와의 일대일 만남
∎ 작가 사인 받기
- 다 그린 관찰일지와 미니북을 들고 줄은 선다.
- 자세히 그린 5령 누에 피드백을 받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 미니북도 작가님을 보여 드리고 피드백을 받는다.
- 사인을 받는다.
∎ 원하는 친구들은 작가와 사진 촬영을 한다.
- 사진 촬영을 한다.
5) 작가에게 묻는다 활동하기
∎ 작가와 관련하여 미니북을 만들 때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붙인 액자를 준비
한다.
∎ 작가가 직접 질문을 읽으면서 답을 해준다.
6) 5령 누에 기르기
∎ 5령 누에 기르는 것에 대한 의견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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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른다고 결정하기 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 이야기를 나눈다.
- 작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본다.
- 학생들과 협의를 한다.
- 결정하기에 앞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5령 누에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 뽕잎 구하기
-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 책을 보면 뽕잎의 특징 살펴본다.
- 인터넷 사진을 통해 뽕잎의 특징 살펴본다.
- 누에가 먹는 뽕잎에 대한 사전 조사 철저히 한다.
7) 나방까지 기르기
∎ 뽕잎을 구해 오기
- 사진과 인터넷, 집안 어른의 도움을 받아 주변에 무농약 뽕잎을 구해 온다.
∎ 뽕잎 보관 잘하기
- 교무실 냉장고에 넣어서 신선하게 관리한다.
∎ 5령 누에 관찰하기
- 아침 활동,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5령 누에 관찰한다.
- 궁금한 점 책,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발표> 미니북과 관찰일지는 한동안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복도 전시 공간에 마련
해 둔다.
<평가> 수업에 대한 질문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
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찾지 못한 답을 작가를 통해 찾으려고 노력한다.
<TIP>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생태와 동식물과 관련하여 권혁도 작가를 초대한
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검색과
자료 찾는 능력이 예전보다 향상되어서 충분히 교사의 수업 계획이 아니더
라도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작가와 소통을 자주
하여 지금 학생들의 생태 관련 학습상태와 준비 상태를 공유하고, 작가님의
초대 이유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작가와
의 만남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체험학습도 가지 못하는 상태
에서 작가와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5령 누에 기르기는 학생과 교사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칫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
젝트 수업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 미술 – 2. 관찰하여 나타내기
1) 자세히 그린 그림 자료 찾아보기
∎ 자료 찾아보기
- 이호철 선생님이 그린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본다.
- 학급문고로 비치한다. ‘살아 있는 그림 그리기’ ‘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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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그려보기
∎ 똑같이 그려보기
-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비치한 책을 준비한다.
-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2가지 정도 그린다.
- 먼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여 그린다.
3) 더 보충하여 그리기
∎ 짝꿍끼리 서로 피드백 주기
- 수정할 부분을 피드백을 주어 다시 그린다.
- 수정하여 그린 그림을 다시 짝꿍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 선생님께 피드백 받기
- 수정된 그림과 보고 그린 그림을 찾아서 가지고 나온다.
- 교사의 피드백을 듣고 최종 마무리해서 그린다.
4) 식물을 직접 보고 그리기
∎ 야외학습장으로 나가기
-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각해본다.
- 나가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이야기한다.
- 필요한 준비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챙겨 간다.
∎ 식물을 관찰하여 그리기
- 교사는 교실에서 그린 그림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각하여 모둠을 지어 준다.
- 자세히 관찰하여 그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시 설명해 준다.
- 그리고 싶은 식물 찾아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해서 뽑는다.
- 8절 종이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에는 실제 식물을 왼쪽에는 관찰하여 그린 식물이
놓이게 된다.
∎ 서로 피드백 주기
- 모둠이 지어진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준다.
- 받은 피드백으로 수정된 그림을 그린다.
- 피드백을 다 받아서 수정된 그림을 원래 식물과 함께 가지고 온다.
- 교사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과 놓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준다.
5) 완성된 그림 전시회 하기
∎ 왼쪽에 있는 실제 식물을 붙이기
∎ 복도의 전시 공간에 전시하기
∎ 다 그린 그림은 사진을 촬영 후 우리 반 카톡에 올려 공유하기
<발표> 완성된 그림을 카톡에서 공유하거나 복도 전시 공간을 활용한다.
<평가>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주제와 적합하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둠이 참여하고 발표한다. 모둠원이 모두 참여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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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니고 있
는 학교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
면서 바람직한 주민 참여 태도를 알게 한다. 해결해야 할 학교나 지역 문제
를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
공한다.
차. 동식물과 친해졌는가?
1) ‘동식물과 친해지기’ 평가
∎ ‘동식물과 친해지기’ 스스로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동식물과 친해지기가 되었는가?
- 어디에서 내가 동식물과 친해졌다고 생각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동식물과 친해지기’ 성찰하기
- 지금까지 진행한 ‘동식물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에 관해 맥락을 집어서 설명해
준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에 시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평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TIP> 프로젝트의 마지막이니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할 것에 대해 깊이 고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준다.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 1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는 방법 찾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시도해 보고 그것에 대해 실
천 일지를 쓰는 방법도 좋겠다. ‘동식물과 친해지기’ 프로젝트 마지막 활
동이니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생각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시도하고 싶은
점이 다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교실과 체육관에서만 개별 수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아이들은
지루해했고, 교사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해 모둠 수업, 협력 수업을 꿈에도 꾸지 못하
는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다 현장 체험학습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배운 것을 직접 보고 체험
하는 활동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냥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된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외부 강사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허락에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라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시작되었다. 2
월에 프로젝트 계획으로는 5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늦어진 등교 개학으로 인
해 7월 초에 작가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작가를 만나기 전에 학생들이 학습이 이루어져 할
할 것으로 배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좀 더 뜻깊은 작가와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생
태, 환경, 동식물 관련해서 학습 내용을 찾아내는 수업부터 시작하였다. 이번이 마지막 3번
째 프로젝트라 그런지 학생들은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내었다. 그리고 학교에서건
2) 과학전담 교사의 사례를 듣고, 구성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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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건 정말 열심히 공부한 프로젝트이다.
‘동식물과 친해지기’ 프로젝트가 주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하
겠다. 프로젝트 수업을 정리해보니 환경과 주변을 이루는 생태에 초점이 맞추어서 수업한
내용이 많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한 것도 대부분이다. 물론 환경 보호와 생태에 관한 내용
이 넓게는 동식물과 친해지기 위한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주제가 명확하게
학습되지 않을 것 같아 프로젝트 설계부터 교사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프로젝트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활력을 잃었던 학교 수업에서 약간의 기대감과 흥분을 느끼게 해준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권혁도 작가의 이름을 검색해서 사진과 활동,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하였고, 리본이라는 도구를 하나만 교사는 준비해 줬을 뿐인데 그 도구를 이용하여 ‘누에
가 나방으로 나오는 모습’, ‘친구 새를 찾아가는 새의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물고
기’,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모습’,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개미’ 등의 주제로 리본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식물을 표현하기도 했다.
권혁도 작가님이 주고 가신 5령 누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님과 마을 주민에게 뽕잎을
물어봐서 따오기도 하였고, 바빠서 관찰을 게을리한 교사에게도 누에의 상태를 계속 설명해
주고, 의문점도 물어봐 주는 정성도 잊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5령 누에는 고치를
만들어냈고 나방이 되었고 짝짓기를 해서 알까지 낳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학생들은 모른
다. 방학식 날 자세히 보니 알들이 말라 있었고 난 그것을 학생들 하교 후에 정리해야만 했
다. 정말 생물을 기른다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술 시간에 그린 관찰하여 그리기는 2학기 때 아침 활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든다. 식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쓰는 학용품, 생활용품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연
습이 누적되어 학생들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호철의 ‘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요. 책을 보니 친구들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그려 놓을 것을 보니 욕심이 난다.
1학기 마무리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체육의 리본표현 활동과 미술 야외 수업인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국어의 다양한 책 읽기 활동, 제안하는 글쓰기 활동과 홍보가 재
밌고, 좋았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 눈에는 의미
있는 수업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식물과 친해지기’라는 주제에 학생들이 꾸준히 실천하여 학기 말에 발표하는 형식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빨라진 여름방학으로 인해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쉽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
사회는 동식물이 잘 지내기 좋은 환경인가를 고민해보는 수업도 계획하면 좋았을 것 같다
는 생각도 든다. 또 권혁도 작가의 그림 솜씨를 직접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작가가 직접 학생들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니 말이다. 제안하는 글로 학생들이 게시판을 이용해서 붙였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봤고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이나 공감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풀면 좋겠다
는 생각도 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학생들한테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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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 일정표
∎ 6.22~7.8 : 미니북을 제작하여 동식물 그리기(아침 활동, 점심시간 이용)
1) 권혁도 작가의 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2) 동식물 중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리기
3) 동식물의 특징 간략하게 쓰기
∎ 6.1~7.5 : 식물의 한 살이 (과학전담 수업)
∎ 7.8 : 권혁도 작가와의 만남
1) 누에 관련하여 강의 듣기
2) 5령 누에 관찰하고 그리기
3) 그림 피드백 듣고, 작가 사인받기
4) 5령 누에 기르기
∎ 6.22~7.24 : 체육-리본으로 생태, 자연, 환경, 동식물 관련 표현하기
1) 손연재 영상보기
2) 리본의 기본동작 6가지 익히기
3) 표현활동 계획 세우기
4) 음악 선정 후 표현 동작 연습하기
5)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6) 동료와 교사에게 피드백 받은 후 수정하여 연습하기
7) 발표회 하기
∎ 6.22~7.24 : 미술-자세히 관찰하여 표현하기

- 235 -

7. 활동 모습

‘동식물과 친해지기’ 프로젝트 계획

국어-8. 이런 제안 어때요. 수업 흐름도

국어-문장 만들기 수행평가 활동

체육-리듬체조에 대해 알게 된 점 적기

음악-자연, 생태, 동식물과 관련된 노래

‘작가에게 묻는다’라는 질문 문항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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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도 작가 책 보고 그대로 그리기

권혁도 작가 책 보고 그대로 그리기

미니북 내용

미니북 내용

권혁도 작가 책 보고 그대로 그리기

권혁도 작가 책 보고 그대로 그리기

미니북 내용

미니북 앞표지

강낭콩 관찰하기

과학실에서 그릴 강낭콩 사진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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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한 살이 책 만들기

식물의 한 살이 책 전시회

수확한 강낭콩 열매로 밥 지어 먹기

수확한 강낭콩 열매에서 나온 싹

수확한 강낭콩 열매 다시 심기

수확한 강낭콩 열매 다시 심어서 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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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표현활동 집에서 기본동작 연습하기

리본 표현활동 집에서 기본동작 연습하기

제안하는 글쓰기

제안하는 글쓰기

제안하는 글 앞에서 인증사진 찍기

제안하는 글 쓴 것 게시판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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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글을 쓴 것 홍보하기

제안하는 글을 쓴 것 홍보하기

리본 표현활동 집에서 기본동작 연습하기

리듬표현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리본 표현활동 기본동작 체육 시간에
연습하기

리듬표현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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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령 누에 나누어 주기

5령 누에 관찰하기

완성된 미니북과 관찰일지

완성된 미니북과 관찰일지

미니북과 관찰일지 작가님으로부터 피드백
받기

미니북과 관찰일지 작가님으로부터 사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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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미술 야외 수업-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미술 야외 수업-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우리 반이 기른 5령 누에고치 되다

권혁도 작가 작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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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체육 리듬체조 계획서
4학년 2반 이름:
작품 이름은?
표현하고 싶은 생태는?
선택한 노래는?
노래 가사나 주제에 맞게 동작을 쓰거나 그리세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싶은가요?

연습 계획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관찰 일지
( 2020년 07월 08일. 오창초등학교 )
곤충 친구 이름 :

내 이름 :

곤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림 그리기

돋보기로 관찰한 내용이나 느낀 점을 기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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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어 프로젝트 수업(2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영어는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로서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초등학교에
서 갖추어야 할 역량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은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교
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써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활동을 활용하고 체험학습을 통하여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세계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
책을 활용한 간접 경험이 영어 학습자의 흥미와 상상력을 동원한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영어 교과는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볼 때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연
구와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해
결해 주기 위해 실감 나는 영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교재를 이용한 수업을 제공하였고, 한국인 영어
교사의 TEE 수업, 원어민 보조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초등영어 수업이 학생 중심에 재미있는 수업을 하였지만,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인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이었는가를 고려해보면 영어 수업은 창의, 인성보다는 언어
교육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언어능력만 갖춘 능력자가 아니라 창의와
인성을 갖춘 언어 사용자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언어 사용자를 육성
하기 위해서는 초등영어 수업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영어 교사들부터 창의
적 영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의욕과 각성해야 할 것이고, 자
신의 수업 및 다른 영어 수업이 얼마나 창의적인 영어 수업인가를 자기 컨설팅(self-consulting)하고.
비평(criticizing)하고 나아가 자신의 수업으로 적용(feedback & apply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언어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동기를 우선시하므로 언어 학습의 장애가
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협동 학습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성향이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에 임할 수 있으므로
언어 학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분리된 언어 학습에 적응된 학생들에게
새롭게 신선한 학습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초등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제적 바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영어 수업은 1시간에 단기적으로 완성되
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연계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회 회원들의 연구를 통해 창의
적 초등영어 수업에 적합한 영어 프로젝트 수업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어 교사는 주제별
영어 그림책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
다.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방법의 특성은 아동들이 직접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조직화하고 기록하
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기 나름의 지식 과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별로 책임을 분담하여 활동함으로 또래 아동들과 교사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수업 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다. 영어와 다른 교과 간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자

- 244 -

료와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을 전개할 때 다른 교과와의 통합적이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언어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영어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다.
영어 교과는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
으로 한국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안목과 기본예절, 협동심 및 소양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에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그림책을 통하여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
는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할 흥미와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서로 다
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프
로젝트 학습만큼 학습자가 주체인 교육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좋은 수업이란 준비한 수
업이다.
본 영어 프로젝트 수업안은 5학년을 대상으로 반별 10차시의 수업안을 구성할 수 있도
록 계획하고자 한다. 2018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본 수업안은 특정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
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학년 의사소통 기능과 수준에 입각한 공통 주제를 선별하여 주제에
맞는 총 10차시의 영어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학습의 절차는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림 1>에 제시된
Fried-Booth(2002)의 학습 절차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1> Fried-Booth(2002)의 프로젝트 학습 절차
자극
↓
프로젝트 목적에 대한 정의
↓
언어 기술의 연습
↓
자료수집을 위한 설계
↓
그룹 활동
↓
정보 교정 활동
↓
자료 조직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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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에서 프로젝트는 창의적 과업(creative tasks) 또는 실생활 과업으로서 과업 중심
교수 학습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Willis(1996)는 과업 중심 언어교육에 근거한 교수
학습 절차를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Willis(1996)의 과업 중심 교수 학습 절차
Introduction to topic and task: Teacher explores the topic with the
Pre-task

class, highlights useful words and phrases, helps students understand
task instructions and prepare.
Task

Task cycle

Planning

Report

Analysis
Language
focus
Practice

Students do the task, in pairs or small groups.
Teacher monitors from a distance.
Students prepare to report to the whole class how
they did the task, what they decided or discovered.
Some groups present their reports to the class, or
exchange written reports, and compare results.
Students examine and discuss specific features of
the text or transcript of the recording.
Teacher conducts practice of new words, phrases
and patterns occurring in the data.

Fried-Booth가 제시한 프로젝트 학습법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단계는 자극 단계로 학
생들은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들을 토의하는데 주로, 말하기, 듣기, 쓰기의 기능을 학습한
다. 둘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한 정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한 후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를 모둠 구성원끼리 토론하고 협상하며 제안한다. 셋째 단계는 언어 기술의
연습 단계로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로 그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단어와 말하기, 자료 찾기 방
법을 연습하게 된다. 넷째 단계는 모둠 활동 단계로 학생들은 모둠으로든 개인으로든 교실 안과 밖에
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다섯째 단계
에서는 정보 교정 활동 단계로 학생들은 각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비교, 토의
하며 유사한 활동을 전개한다. 여섯째 단계는 자료 조직의 단계로 학생들은 그들이 만들 최종결과물
의 유형을 토의, 협의한다. 일곱째 단계는 발표 단계로서 학생들은 도표, 소책자, 비디오, UCC,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프로젝트 활동을 구안하기 위하여 5학년의 영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원별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
DAEGYO에서 출판된 5학년의 교과서 내용 중에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story time(1~5)의 단원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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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그림책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또 다른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은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5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교과명
국어
관련 교과

학습 기간
학습 목표

대상 학년

그림책으로 만나는 영어 세상

수학

5학년 (34명)

(인원)

성취기준
[6국03-01]쓰기를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
하고 글을 쓴다.
[6수05-05]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

음악

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음01-05]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미술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2020.04. ~ 06. (3개월)

학습 공간

영어교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로 된 그림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표현을 ‘빨간 모자’를 통해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
• ‘빨간 모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탐구 질문

• 단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 배운 표현을 활용하여 ‘빨간 모자’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프로젝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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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Where are you
from?

학 습 주 제

어휘

- 출신 국가를 묻고 답하는 말을 해보기
- Let’s read : 어떤 희귀동물을 알고 있나
요?

사실
확인

this?

Please try som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I Get up at
seven
Can I take a
picture?
What did you do
during your vacation?

She has long curly
hair

사실적 장면1 : Whose watch is this?
- Let’s read : 알고 있는 화가는 누구인가 정보 장면2 : She drinks some juice on
the table.
요?
- 음식의 맛을 말해보기
의견 장면3 : Where are you from?
- Let’s read : please try some!

market?
I want be a
photographer
I will join a ski
camp

표현

- 좋아하는 과목(인물)을 묻고 답하는 말 묻고
하기

대답

- Let’s read : My favorite season
- 일과를 묻고 답하는 말을 해보기
- Let’s read : Hello, Ms. Space

하기

Story time 2 <해리 포터>

의사

words : bench, broom, broken, give

소통

장면1 :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기능

- 허락을 구하고 답하는 말을 해보기

일상

- Let’s read : Can Take a map?

생활

What time do you get up?
장면2 : Can I borrow your broom?

-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는 말을 해보
기

정보

장면1 : Hello, grandpa. This is Charlie.

- 인물의 외모에 관해 묻고 답하는 말 해
보기

묘사

- Let’s read : We are good friends

자고 제안하기
- 길을 묻고 답하는 표현, 장소의 위치를
알아보기
- Let’s read : Welcome to Miso Town

소통
생활
표현

- Let’s read : Our dream jobs

생활

-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묻고 답하는 표현 묻고
대답

to

Wonk's

What is he wearing?
장면3 : Let’s ride a boat.

Story time 4 <마지막 잎새>
words : draw, tonight, wall, still
장면1 : Where is Dr. White’s
office?
Do you want be a painter?
장면2 : No, you will be OKay.
장면3 : It rained and the last leaf

하기

<표 5> 5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추출한 학습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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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chocolet factory.

의사

일상

- Let’s read : Jane Goodall

Let’s

장면2 : What does he look like?

- 장래 희망을 묻고 답하는 말 해보기

과 새해의 인사말

Story time 3 <찰리와 초콜릿 공장>
words : win, call, river, eat

- Let’s read : Jonathan’s Flying

- Let’s read : Let’s have fun!
Where is th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는 말을 해보기

-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같이 하
Is Emily there?

Story time 1
words : tree, into, hole, walk

- 물건의 소유를 묻고 답하는 말을 답하
Whose Drone is

관련 그림책 및 자료 선정

fell.

단원명
Where are you
from?
Whose Drone is
this?
Please try some?

Where is the
market?
She has long curly
hair

프로젝트 활동

어휘

관련 그림책 및 자료 선정

- 개인 : 생활을 토대로 하여 개별로 작성 사실

<Little Red Riding Hood>

하기

확인

- 소유 : 모둠 중심 프로젝트 수행

- 제안, 청유 : 통합형 프로젝트 계획하기
- 길 찾기 : 이해중심형 프로젝트로 읽거
나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션을 수행
하기
- 외모 : 표현중심형 프로젝트로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소개 인터뷰하기

by Brothers Grimm

사실적
정보 : Classic fairy tale adapted by Jerry
Pinkney.

의견
표현

같은 그림책의 비교 관련 자료
<The wolf’s story>

장소,

by Toby forward & Izhar Cohen

방향

: What really happened to little red
묘사

riding hood
<플란더스의 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 흥미,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형 묻고
프로젝트 수행하기

대답

- 직업의 종류 파악하기

하기

- https://youtu.be/Z0T68u9-V1U.
<My dad>, <My Mum>
by 앤서니 브라운
- https://www.youtube.com/watch?v=3na
m3tN1VVQ

I want be a
photographer

- 직업 : 나의 꿈 이야기하기 활동 후 모
둠 중심 프로젝트 수행

- https://youtu.be/DOAsf__K8RU
정보
<Maya the bee>
- https://youtu.be/vUdiI3yCEyY

I Get up at seven

Can I take a
picture?
I will join a ski
camp
What did you do
during your vacation?
Is Emily there?

- 시간, 동작 : 개인 생활을 토대로 하여
개별로 작성하여 결과물 완성하기

의사
소통
<Ice Age>

기능

- https://youtu.be/_5BGRCryrOU

- 요청 : 통합형 프로젝트로 개별로 일상
생활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
소통기능 향상하기

일상

- 의지 : 이해중심형 프로젝트로 읽거나 생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둠 단위로 이

<The three little pigs>
- https://youtu.be/A1KIwWJWlMA
<찰리와 초콜릿 공장 : 골든티켓>

야기 완성하기

- https://youtu.be/791CWHOkekg?list

- 계획의 결과 : 표현 중심형 프로젝트로 의사
‘친구 인터뷰하기’

소통

- 전화 : 개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생 생활
활 표현의 대화 완성하기

표현

<표 6> 5학년 단원별 재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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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mUTemI01vA4acrWi2vt4AZRe
rPPRswU

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자극
(stimulus)

프로젝트
준비하기

프로젝트
목적에 대한
정의
(definition of the
project objective)
언어 기술의
연습

평가 관점
Introduction to topic and task: Teacher explores
the topic with the class, highlights useful words
and phrases, helps students understand task
instructions and prepare.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Students prepare to report to the whole class
how they did the task, what they decided or
discovered.

(practice of language skill)

(design of written materials)
정보 탐색 및 자료수집 계획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그룹 활동

배려와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을 분담한다.

information)

교사평가

Students examine and discuss specific features of
the text or transcript of the recording.

자료수집을
위한 설계
(group

평가 방법

Students do the task, in pairs or small groups.
Teacher monitors from a distance.

프로젝트
계획하기

정보 교정 활동
(collecting
information)
결과물 제작
(organization
of materials)
수행 결과물

프로젝트

Practice

실행하기

발표 (final
presentation)

Students examine and discuss specific features of
the text or transcript of the recording.

Somegroups present their reports to the class,
or exchange written reports, and compare
results.
Teacher conducts practice of new words, phrases
and patterns occurring in the data.

모둠원의 참여 속에 설득력이 있게 발표하며
친구들의 호응을 얻는다.

개인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결과물 평가
관찰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가. 프로젝트의 교수․학습 절차
통합형 프로젝트 교수․학습 절차는 개별형 프로젝트와 모둠형 프로젝트의 절충적 결

프로젝트
준비하기

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둠형 프로젝트보다 더
크고, 프로젝트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통합형 프로젝트는 모둠 토의 후 개별
과업을 독립적으로 완성한 뒤 다시 결과물을 모아 완성하는 과업이다. 즉, 과업의 구
체적 실행 계획은 모둠 단위로 토의를 통해 정하지만, 수행과제는 개별로 완성한다.
발표 준비단계에서는 모은 과업을 모둠 내에서 자체 협의를 통해 개별 수정 및 보완과
정을 거쳐 모둠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서로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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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사람의 개별 과업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re-task

Task cycle
Task

.
·
·
·

과업소개
절차안내
어휘제시
예시보기

· 모둠
관련
· 모둠
수립
· 역할
수행

논의 과업
내용 확인
수행 계획
분담 과업

Language focus

Planning

Report

Alalysis

Practice

· 결과 수합 정리
· 모둠 내 상호
보완
· 발표 준비

· 작품 발표 및
전시
· 자기평가
· 모둠 내 상호
평가
· 학급 전체 상호
평가

· 새로운
어휘 및
자료 분석
· 결과논의

· 새로운
어휘와
구문 연
습

통합형 프로젝트는 모둠에서 원하는 종류의 그림책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
리책 만들기’의 그림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식, 중식, 양식 등 영역을 정하여 그 영
역에 맞는 메뉴의 조리 방법을 개별로 조사하여 요리책을 완성한다. ‘친구에게 음식
을 소개하는 인터뷰’ 활동을 하여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제시한 통
합형 프로젝트는 또 다른 기준에 적합한 특성이 있기도 하다. 한 가지 활동에서도 여
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동일 주제라도 단원 학습 목표와
맞으면서 학습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유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수도 있다.
절차, 언어기능, 목적 등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프로젝트를 초등학교 5학년 영어 교
육과정에 제시된 각 단원의 학습 목표, 의사소통 기능, 소재, 어휘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구
안하였다.
가. 교과서 추출 프로젝트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프로젝트
계획하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교과서
연관자료
가) 수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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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의 주인을 묻고 답하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물건의
주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보며 확인한다. 이 단원에서는 물건의 소유를
묻고 답하는 표현과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을 익히고,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단원 목표 원 목표

03 학습 내용

【듣기】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소유를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읽기】 물건의 소유를 묻고 답하는 표현과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을 읽고 이해할 수 있
다.
【쓰기】 물건의 소유를 묻고 답하는 문장과 확인을 요청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

① 물건의 소유 묻고 답하기
- Whose drone is this / that?

- It’s mine. / It’s Ryan’s.

② 확인 요청하기
- Are you sure?
∎파닉스 : br /br / 소리에 유의하며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산출 어휘 : late, drink, juice, table, small, walk, leaf, cookies, try some, sweet, salty, big

나) 주요 활동
- I’ll give two sentence cards to each of you.
① Work in pairs and put a worksheet in the middle of the desk.
② Decide who will go first. Then the first student (S1) makes a sentence using the
words on the worksheet. It should be the first sentence of the conversation. Write it
down on the worksheet.
③ The other student (S2) makes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same way.
④ Take turns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Then, read the conversation with your
partner in front of the class.
⑤ I’ll say, “Stop!” and read a sentence. If you have the same card as me, you get
one point.
Repeat the activity and the student who gets the most points wins.
· 두 명이 짝을 이루고, 활동 자료 1장을 가운데에 놓는다.
· 순서를 정해 첫 번째 학생(S1)이 먼저 활동 자료에 제시된 낱말을 이용해 대화를 시
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적는다.

· 다른 학생(S2)이 그 문장에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 적는다.
·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대화문을 완성한 후, 발표한다.
다)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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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표

1~3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표현이 들어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읽고 이
해할 수 있다.
① Review : 1~3단원의 주요 표현 확인하기
Do you remember the expressions you learned in Lessons 1, 2, and 3? Yes.
What do you remember? (1~3단원의 주요 표현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
② Motivation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된 그림 보기
Look at the pictures. Do you know the title of this story?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요.
What is this story about? (이야기에 대해 아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③ 학습 목표 제시하기
Today we’re going to read the story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hen
we will change some parts of the story and role-play. We’ll also review Lessons 1, 2,
and 3 through Story Time 1.
④ script 읽어보기

Alice reads a book under a tree and sees a pocket watch.
Alice : Whose watch is this?
Mr. Rabbit : It’s mine. Thank you.
Alice : You’re welcome.
Mr. Rabbit : Oh, I’m late. Goodbye.

Mr. Rabbit jumps into the tree hole. Alice jumps into it, too.
Now, Alice is in a room. She drinks some juice on the table.
Alice : Oh, no! I’m too small.
She walks and sees Mr. Caterpillar.
Mr. Caterpillar : Hi! Where are you from?
Alice : I’m from the U.K.
Mr. Caterpillar : Here are some leaf cookies. Please try some.
Alice : Thank you.
Mr. Caterpillar : Do you want some more?
Alice : Yes, please. They’re sweet and salty.
Mr. Caterpillar : Look at you! Now you are big.
Alice : Oh, thank you. I’m so happy.
⑤ Look at the Picture 교과서 그림 보며 학습 내용 추측하기
T :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S : Alice, 토끼, 애벌레가 있어요.
T : Can you guess what will happen to Alice?
S : Alice가 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쿠키를 먹고 몸이 커질 것 같아요.
⑥ 주요 어휘 살펴보기
T : Can you read the words?
S : Tree, into, hole,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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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Great. Let’s find out the meanings of these words on the CD-ROM.
Listen to the story again and check the key expressions.
What was Alice’s answer?
S : I’m from the U.K.
T : When Mr. Caterpillar suggested eating more, what was Alice’s answer? S : Yes,
please. They’re sweet and salty.
⑦ 교과서 보며 역할 나누어 이야기 읽기
T : Look at your books. Now, read the story with your partner. Both of you choose
roles and read the story together. (역할에 맞게 번갈아 읽는다.)
T : Now, switch roles and practice one more time. (역할을 바꾸어 번갈아 읽는다.)
T : Alice가 들고 있는 물건과 Alice의 출신 국가를 상상하여 친구와 대화해 봅시다.
- 친구와 대화하고 발표하기
T : Work with your partner.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with your partner, and
then switch roles and do it again. (짝과 함께 역할을 바꾸어 가며 대화한다.)
T : Does anyone want to share their conversation?
⑧ 이야기 다시 쓰기
T : This time, it’s your turn. Choose a part of the story and change it. Then, write
it down in “My Story.” (각자 바꾸고 싶은 장면을 정해 대화 내용을 바꾸어 쓴
다.)
나) 해리 포터

해리 포터 교과서

쪽

가) 수업 요소
5학년의 영어 교과서에서 4~6단원의 학습한 주요 표현이 들어간 ‘해리 포터’ 이야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 놀이를 하면서 주요 표현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단원 목표

【듣기】 주요 표현이 들어간 ‘해리 포터’ 이야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소유를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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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물건의 소유를 묻고 답하는 표현과 확인을 요청하는 표현을 읽고 이해할 수 있
다.
∎의사 소통기능

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
- What’s Your Favorite Subject?

- My favorite subject is P.E

② 일과를 묻고 답하기
- What time do you get up?
③ Can I borrow your broom?

- I get up at 6.
- Sure, here you are.

■ 산출 어휘 : bench broken, broom give
나) 주요 활동
∎Card game

① Work in pairs and put a worksheet in the middle of the desk.
② Decide who will go first. Then the first student (S1) makes a sentence using the
words on the worksheet.
It should be the first sentence of the conversation. Write it down on the worksheet.
③ The other student (S2) makes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same way.
④ Take turns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Then, read the conversation with your
partner in front of the class.
⑤ I’ll say, “Stop!” and read a sentence. If you have the same card as me, you get
one point.
Repeat the activity and the student who gets the most points wins.
· 2명이 짝을 이루고, 활동 자료 1장을 가운데에 놓는다.
· 순서를 정해 첫 번째 학생(S1)이 먼저 활동 자료에 제시된 낱말을 이용해 대화를 시
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적는다.
· 다른 학생(S2)이 그 문장에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 적는다.
·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대화문을 완성한 후, 발표한다.
다) 수업 진행
Today we’re going to read the story “Harry Potter.” Then we will change some parts
of the story and role-play. We’re also going to review Lessons 4, 5, and 6 through Story
Time 2.
① 4~6단원의 주요 표현 확인하기
T : Do you remember the expressions you learned in Lessons 4, 5, and 6?
T : What is the title of Lesson 4?
T : What’s Your Favorite Subject?
T ; Great. Let’s think of any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before.
(4~6단원의 주요 표현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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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리 포터’의 퀴디치 관련 동영상 보기
T : Let’s watch the video clip. (동영상을 보여 주고) Do you know this
story?
T : What is the title?
S : ‘해리 포터’요.
T : What are they doing?
S : 퀴디치를 하고 있어요.
③ 학습 목표 제시하기
Today we’re going to read the story “Harry Porter.” Then we will
change some parts of the story and role-play. We’ll also review Lessons
4, 5, and 6 through Story Time 2.
④ script 읽어보기
= Story Time 2 (Script) =
Harry and Grace are sitting on the bench.
Grac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Harry?
Harry : My favorite subject is P.E. I like Quidditch.
Grace: Same here.
Harry : I play Quidditch at 7 every morning.
Grace: Wow! What time do you get up?
Harry : Sure. Here you are.
But Harry’s broom flies all around.
Harry catches the broom and gives it to Ron.
Ron : Thank you.
Harry : No problem.
Harry : I get up at 6.
Ron comes to Harry and Grace. Ron looks sad.
Ron : Look! My broom is broken.
Grace: That’s too bad.
Ron : Harry, can I borrow your broom? I have a Quidditch game this
afternoon.
⑤ 교과서 그림 보며 학습 내용 추측하기
T : Open your books to pages 94 and 95. Who do you see?
S : Harry와 친구들요.
T : What’s going on?
S : Harry가 퀴디치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Harry가 지팡이로 빗자루에 마법을 부리고 있어요.
- 주요 어휘 살펴보기
Before we read, let’s check some words. Look at the word pa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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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4.
T : Can you read the words?
S : Bench, broom, broken, give.
T : Good. Let’s find out the meanings of these words on the CD-ROM.
T : What are they talking about in this story?
S : 좋아하는 과목과 퀴디치 연습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Ron이 Harry에게 빗자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T : What happened when Harry gave his broom to Ron?
S : 빗자루가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Harry가 빗자루를 잡아 Ron에게 주었어요.
- 이야기 다시 듣고 주요 표현 확인하기
Listen to the story again and check the key expressions. (대사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다시 듣는다.)
T: What is Harry’s favorite subject?
S : P.E.
T : What time does he play Quidditch?
S : 7시요.
T : What time does he get up?
S : 6시요.
T : What did Ron say to Harry when he wanted to borrow his broom?
S : Can I borrow your broom?
T : What was Harry’s answer?
S : Sure. Here you are.
⑥ 교과서 보며 역할 나누어 이야기 읽기
Look at your books. Now, take turns reading the story. Girls will go first.
Now, switch your roles. Boys will go first. 남학생과 여학생의 순서로
번갈아 읽는다.
T : Look at the picture. Who are the people in the picture?
S : Grace와 Harry요.
T : Imagine what Harry would say about his favorite subject and his daily
schedule.
⑦ 친구와 대화하고 발표하기
Work with your partner.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with your partner,
then switch roles and do it again. 짝과 함께 역할을 바꾸어 가며 대화한다.
· Does anyone want to share your conversation? 짝과 함께 일어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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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야기의 한 장면을 바꾸어 쓰기
Now, it’s time to change the story. You can see an example dialog on
the left side. Can you read it? 예시 대화를 읽는다.
This time, it’s your turn. Choose a part of the story and change it. Then
write it down in “My Story.” 각자 바꾸고 싶은 장면을 정해 대화 내용을
바꾸어 쓴다.
· Are you done? Switch books with your partner and read what your partner
wrote. 짝과 바꾸어 읽기
⑨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 놀이 하기
Now, you’ll change the whole story with your group members. Make
groups of four and discuss how you’ll change the story. Then write your
new story on the worksheet.
Choose your roles and practice with your group members. 역할 놀이
연습을 한다.
Now, we’ll role-play. Let’s watch each group’s presentation carefully
and fill out the evaluation sheet. Group 1, please come to the front and
share your new story.
Performance

G1

G2

G3

G4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T : Everyone did a good job. Which group wrote a creative story?
S : 모둠 1의 이야기가 창의적이었어요.
다른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3)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찰리와 초콜릿 공장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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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연관자료
https://youtu.be/791CWHOkekg?list=PLTmUTemI01vA4acrWi2vt4AZRerPP
RswU

가) 수업 요소
Today, we’re going to make a suggestion card about an activity you want
to suggest doing. After that, we’re going to learn the expressions used at
the beginning of a telephone conversation in other countries and review
Lesson 9.
∎단원 목표

【듣기】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읽기】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과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문장과 제안하고 답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 : 전화를 하거나 받기

Hello? / Hello. This is Charlie.
∎제안하고 답하기

Let’s go to Wonka’s Chocolate Factory. I won Wonka’s Golden Ticket.
∎파닉스 : ike/aik/ 소리에 유의하며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산출 어휘 : tall, ride, boat, chocolate, river, great, meet, golden ticket, grandfather

(grandpa)
나) 주요 활동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s./ Mr.

. How are you today?

I’m happy/ great/ good.
① I’ll post the conversation cards on the wall in the hallway.
② Make groups of four and decide who will go first. When I say, “Go!”, the
first student (S1) from each group goes to the hallway, finds a conversation
card, and memorizes sentence number 1.
③ Return to your seats and fill in the blanks for sentence number 1 on your
group’s conversation card.
- 교사 : 모둠별 대화문 카드를 정하여 복도 벽에 붙여 두고, 각 모둠에 학생용 대화문 카
드를 나눠 준다.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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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순서를 정한다. 교사의 신호와 함께 각 모둠의 첫 번째 학생은
복도로 나가 자기 모둠의 대화문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외운다.
· 자리로 돌아와 학생용 대화문 카드에 문장을 완성하여 쓴다.
·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학생까지 문장을 쓴 후, 다 함께 의논하여 대화문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 모둠별로 각자 쓴 문장을 돌아가면서 읽는다.
· 대화문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카드 for lesson 9 : Is Emily There? / 전화를 걸기
지문 : Charlie wins Wonka’s Golden Ticket. He calls his grandfather.
Hello, Grandpa This is Charlie.
Oh, Charlie.
Let’s go to Wonka’s Chocolate Factory. I won Wonka’s Golden Ticket.
Great! We can meet Willy Wonka.

카드 for lesson 8: She Has Long Curly Hair /외모 알아보기
지문: Charlie and his grandfather go to Wonka’s Chocolate Factory
Welcome
Are you Willy Wanka?
No, I‘m not.
What does he look like?
He is tall and he has big eyes.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a red jacket and a black hat.

카드 for lesson 9: Is Emily There? /제안하는 문장 만들기
지문: Willy Wonka comes to them.
Hi, I‘m Willy Wonka. How was your day?
It was great. I saw a chocolate river and ate chocolate.
Good. Let’s ride a boat in the chocolate river.
Sounds great!

④ 평가 :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과 제안하고 답하는 표현을 읽을 수 있는
가?
영역
성취
기준
평가
목표
평가
기준

말하기
영

평가 유형

관찰평가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전화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과 제안하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상

전화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과 제안하고 답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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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유의점

전화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과 제안하고 답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전화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말과 제안하고 답하는 말을 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이 전화 대화 내용과 그림에 맞게 제안할 수 있는지 관
찰한다

4)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교과서
가) 수업 요소
· Can you share any sentences you remember?
· Where is the marke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cientist.
· What will you do during winter vacation? I will join a ski camp.
∎ 단원 목표

- 10~12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표현이 들어간 ‘마지막 잎새’ 이야기를 읽고 이
해할 수 있다.
-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 놀이를 하면서 주요 표현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 의사소통 기능

Where is the market? / What do you want to be?
What will you do during winter vacation?
∎ 산출 어휘 : draw, tonight, wall, still

나) 주요 활동
Everyone, please close your eyes. I will give you 30 seconds to think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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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ve learned in Lessons 10, 11, and 12. 눈을 감고 배운 내용을 생각한다.
① 오 헨리(O.Henry)의 작품 중 읽은 것 말해보기
T : Do you know O. Henry? 네, 알아요.
T : Have you ever read his short story, “The Last Leaf ”? 네, 읽은 적이
있어요.
T : What is the story about? 이야기에 대해 아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T : Today, we’re going to read the story “The Last Leaf.” Then we
will change some parts of the story and role-play. Also, we’ll review
Lessons 10, 11, and 12 through
② 친구와 대화하고 발표하기
③ 모둠별로 역할 놀이 하고 평가하기
다) 수업의 진행
Before we read, let’s check some words. Look at the word. Can you read
the words? Draw, tonight, wall, still.
T : Look at the screen and listen to the story. CD-ROM으로 이야기 듣고
내용 확인하기
T : What does Johnsy want to be?
S : 화가요.
T : Johnsy want to draw?
S : The Bay of Naples.
T : What did Berhman draw on the wall?
S : Johnsy를 위한 잎요.
① Read Aloud
= Story Time 4. ( Script) =

Sue wanted to go to Dr. White’s office.
Sue : Behrman! Johnsy is sick. Where is Dr. White’s office?
Behrman :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post office. It’s on your left.
One day, Behrman visited Johnsy and saw her painting.
Behrman : This painting is good. Did you draw it?
Johnsy : Yes, I did.
Behrman: Do you want to be a painter?
Johnsy : Yes, I want to be a painter. I will draw the Bay of Naples.
Behrman: That sounds good.

Johnsy looked out of the window and saw the last leaf.
Johnsy : The leaf will fall tonight. Today will be my last day.
Behrman : No. You wi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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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ight, it rained and the last leaf fell. Behrman painted a leaf on the
wall for Johnsy.
The next day, Johnsy got up and saw the leaf.
Johnsy : Oh! The last leaf is still there. I am happy.
② Look at the Picture 교과서 그림 보며 학습 내용 추측하기
T : Who do you see in the pictures?
S : 아파서 누워 있는 소녀요. / 늙은 화가요.
T : What are they doing?
S : 늙은 화가가 아픈 소녀를 문병하고 있어요. / 늙은 화가가 벽에 잎을 그리고 있어
요. / 소녀가 하나 남은 잎을 보며 웃고 있어요.
T : What did Sue ask Behrman?
Where is Dr. White’s office?
How did Behrman answer?
S :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post office. It’s on your left.
T : What did Behrman ask Johnsy?
S : Do you want to be a painter? How did Johnsy answer?
S : Yes, I want to be a painter. I will draw the Bay of Naples.
③ 역할 나누어 이야기 읽기
At your books. Now, choose roles and read the story with your partner.
Change your voice according to the characters. 등장인물에 맞게 목소리를 바꾸
어 번갈아 읽는다.
④ Sue가 찾아갈 장소를 바꾸어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하기
Please change the place where Sue wants to go. Put a check on the
picture.
· Where does Sue want to go? (자신이 표시한 장소를 말한다.)
· Work with your partner.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with your
partner, and then switch roles and do it again. (짝과 함께 역할을 바꾸어
가며 대화한다.)
· Does anyone want to share their conversation? (짝과 함께 일어나 발표한
다.)
· Where is the bakery?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market. It’s on
your right.
⑤ 모둠원과 내용 바꾸어 쓰기
·Now, it’s time to change the story. You can see an example dialog
on the left side. Can you read it? (예시 대화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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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ime, it’s your turn. Choose a part of the story and change it.
Then write it down in “My Story.” (각자 바꾸고 싶은 장면을 정해 대화
내용을 바꾸어 쓴다.)
·Are you done? Switch books with your partner and read what your
partner wrote.
·Now, you’ll change the whole story with your group members. Make
groups of four and discuss how you’ll change the story. Then write
your new story on the worksheet.
⑥ 모둠별로 역할놀이 하고 평가하기
Choose your roles and practice with your group members.
Now, we’ll role-play. Let’s watch each group’s presentation carefully
and fill out the evaluation sheet. Group 1, please come to the front and
share your new story.
Performance

G1

G2

G3

G4

G5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⑦ 이야기 나누기
T : Everyone did a good job. Which group wrote a creative story? 소감 나누
기
T : Did you enjoy “The Last Leaf”?
S : Yes.
T : What comes to mind after reading the story?
S : 베어먼이 존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벽에 마지막 잎을 그려 준 것이 감동
적이었어요.
나. 재구성을 위한 그림책 소개
< Little Red Riding Hood >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girl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One day her
mother said, "Grandma is sick. Take this food to your grandmother. Remember, do
not go off the path.
But Little Red Riding Hood went into the woods.
A wolf lived in the woods. The wolf saw Little Red Riding Hood.
"Where are you going?" asked the wolf.
"To Grandma's house," she said.
"Where does she live?" asked the 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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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op of that hill," she said. The wolf ran. It got to the grandmother's house
first. The grandmother saw the wolf and went in the closet. The wolf put on the
grandmother's clothes. Little Red Riding Hood got to the grandmother's house.
"Grandma, what big ears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The better to hear you with!" said the wolf.
"Grandma, what big eyes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The better to see you with!" said the wolf.
"Grandma, what big teeth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The better to EAT you with!" shouted the wolf.
And he leaped toward Little Red Riding Hood.
But she ran outside and a woodman in the woods saw the girl and the The
woodman chased away the wolf. The girl and her grandma said, "Thank you!"
They all shared their picnic lunch.
<출처 : Kids Classic Readers 2005>
다. 수업 계획 및 소개
1) 주제 : 전래동화의 그림책으로 익히는 Shard reading
2) 대상 : 5학년
3) 수업 시기 : 4~6월
4) 수업에 관한 생각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책을 여러 번 찬찬
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책을 잘 읽어보았다는 가정에 따라 Lesson Plan을 짤 때
수업 대상의 수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지해야 한다. 나이에 따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는지에 따라 수업계획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주제별
학습을 하고 있다면 해당 책이 주제에 맞는지, 내용이 다른 책과 중복되지는 않는
지 살펴야 한다.
학습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그것에 맞게 Lesson Plan을 짠다. 예를 들어 이번 책
이 끝날 때 아이들이 50WCPM(1분 동안 정확하게 읽은 단어 수)으로 책을 읽는 것
이 목표라면 무엇보다 Fluency에 초점을 둔 Lesson Plan을 짜야 한다.
Lesson Plan을 짜면서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각 활동에 시간이 얼마
나 걸릴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다.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
을 시작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한 Shared Reading, 각자 책을 들고 본격적으로 읽
기 시작하는 Guided Reading 등 단계에 따라 수업계획안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해
야 한다. Shared Reading이나 Guided Reading은 더욱 상세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짜야 한다. 이렇게 만든 수업계획안은 향후 2번 수업, 1번 수업 등 현장
상황에 맞도록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Balanced

Literacy의

위기의

5대

요소인,

Phonemic

Awareness,

Phonics,

Vocabulary, Comprehension, Fluency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계획안을 작성한다.
Before Reading, Phoenix Awareness, Phonics, Vocabulary, Comprehension, Fluency, writing,
grammar 등 전체적인 procedure를 계획한 후, 다시 1차시씩 Lesson Plan을 작성합니다.
balanced literacy 이론을 한국 영어교육의 현실을 반영해서 Lesson Plan을 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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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러 부분에서 이론과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reading
aloud는 부모나 교사가 지속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단계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이 단계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시작하
는 나이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
등학교 3학년에게 파닉스 수업을 들으면서 각자 책을 한 권씩 들고 읽기 연습을
하는 수업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그림책으로 수업할 경우, 아이들의 이해도를
고려해서 reading aloud와 shared reading의 여러 요소를 가미해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 주요 활동
1) Lesson plan
① Language level: They've been studying English for two years.
② Time condition: 1 hour each 2 times a week
2) phonemic awareness
·ask, sick picnic - same ending sound
·wood, wolf, where - phoneme identity
·they, the, this - phoneme categorization
·red riding, ran
·grandma, girl, go
3) Phonics
① first, wolf, ask: ending clusters
② teeth, eat, leaped, see: phoneme //
프로젝트
실행하기

③ shouted, house: phoneme/au/
④ there, their: homophone
⑤ outside, woodman, grandmother, Little Red Riding Hood:compound words
4) Sight words
·away, after all, said, was, off, got, came, what, see, she went.
5) Vocabulary
① went into, got to, went in, leaped toward, ran outside, chased away
② eye, ear, teeth, mouth
③ see, hear, eat
④ Text talk 'better’
- Definition: more favorable
- Example from the text: The better to see you with.
- Teacher gives an example: The weather is better today than it was yesterday
- Students provide their own examples.
- Draw something good and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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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uency
“ Grandma, what big ears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 The better to hear you with!" said the wolf.
" Grandma, what big ears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 The better to see you with” said the wolf.
“ Grandma, what big eyes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 The better to hear you witty said the wolf.
“ Grandma, what big teeth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 The better to EAT you with!" shouted the wolf.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할머니의 옷을 입은 늑대와 빨간 모자가 만나
는 장면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본다.
Effect

Little red riding hood thought her grandma looked strange

Cause

The wolf put on grandma's clothes

7) Comprehension
① Before reading
section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읽기 전

big bad wolf

body parts

TPR verbs

moral

② After reading
- 이야기 재구성하기(setting, characters, problem, solution)
- Role Play (girl, Grandma, wolf, Woodman)
- Cause & Effect
나. 수업 진행
1) Phonemic Awareness: phoneme categorization
2) Phonics: compound words, homophones, sight words
3) Vocabulary: body parts-matching verbs, better, verbs
4) Comprehension:
① 읽기 전(Before Reading) : brainstorming big bad wolf
② 읽는 중(During Reading) : make predictions, ask questions
- Question mark map
·Who does it? Who is doing it? Who else can do it?
·What?: What to do? What should be done?
·Where?: Where to do it? Where is it done? What else should be done
·When?: When to do it? When is it done?
·Why does he do it? Why do it? Why do it that way? Why did it happen?
·"How?: How to do it? How is it done? Is there any other way to do it
- Vocabulary instruction
·A multifaceted and Long-Term Vocabul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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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rich and varied language experiences
초등 저학년 단계의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다양한 책을 통해 어휘를 익히는 것도 중
요하다.
- Teaching individual words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단어를 학습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어
휘 학습을 통해 일정 수준의 단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Teaching word-learning strategies
- Using context
·using word parts
·using the dictionary
·Fostering word consciousness
- 소리 내어 읽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가르치기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이용해서 단어 간의 관계를 미리 가르치기
·실사를 보여주거나 그림 카드, 몸동작, 비디오 영상 등을 이용해서 미리 알려주기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 이해하기
③ 읽은 후(After Reading): story elements, cause & effect, role play, summarizing
- 문장 안에서 단어의 성의 알려주기, 현재 읽고 있는 문장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 전달
·진행되는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해당 단어의 뜻을 유추하도록 유도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이용해서 내용 알려주기
·사전을 활용해서 추측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기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 실명
-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다양한 전략 사용
·가르치고자 하는 몇 개의 어휘, 특히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에 집중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어휘들을 아이들에게 노출하여 활동, 토론, 과제 등을 통해 학습
·새로운 어휘를 익숙하게 하는 물건, 사람 혹은 경험과 연계시켜 보다 잘 기억하도록 함
·쓰기 과제에 새로운 어휘를 포함
·말하기와 쓰기에 새로운 어휘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새로운 단어의 정의를 벽에 붙여놓거나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이용해서 학습
5) Fluency : practice the main sentences
6) Main Expression
"Grandma, what big--- you have!" said Little red riding hood,
"The better to --- you with!" said the wolf.
7) Grammar : exclamatory sentences
8) Writing : mini book (cause & effect, summarizing)
9) Objectives : By the end of this lesson,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ad
Stage
Before

1주 차
Brainstorming

2주 차
bod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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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차
TPR verbs

4주 차
moral

Reading
phonics
Vocabulary
Fluency
Grammar
Comprehension
Writing

big bad wolf
Phonemic categorization
sight words
compound words homophones
(away, after, all, said, was, off)
text talk
body parts
phrasal verbs
'better’
Echo reading
Fill in the gap reading
Choral reading
exclamatory sentences
story elements
role play
cause and effect
summarizing
and use the main sentences fluently.

5. 프로젝트 돌아보기
글과 그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잘 어울리게 짝지어진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실제의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은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 문구를 구사하는 영어를 배우는 단계
에 있는 5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지도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스
스로 선정하는 그림책도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하
는 Penguin by Dunbar가 Rosie’s walk by Pat Hutchins, Hi fly guy by Tedd Arnold의 그림
책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영어로 쓰인 그림책을 짝과 같이 선정하여 2주간의 기간에 내용을 읽어본 후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서 단어를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핸드폰
을 이용하여 문장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계로 번역하는 과정은 한계가 있어서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학급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결
하기도 하였다. 기계의 번역을 거친 학생들의 해석이 어색한 부분은 교사의 도움을 주었다.
선정된 그림책을 이해하고 난 후 기본 단어를 5~10개 정도 선정하고 2개의 문장을 뽑아서
익히는 과정을 거쳤다. 6학년이 5학년의 배움에 도움을 주는 6학년과 5학년의 협력 수업을
꾸리기도 하였다. 주로 6학년 선배가 5학년 후배의 배움을 이끌어 주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
하였는데 6학년은 그림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영어로 읽어줬다. 질문의 시간을 가진 후
내용 안에서 선정한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의 생각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좋았다는 의견과 공부를 가르쳐 줄 때 잘 모르
는 부분이 많아서 답답했다고 한다. 선배에게 배우는 과정이 새롭고 신기했다는 의견도 있
었다. 고학년의 의견은 동생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고 한다.
두 명이 짝이 되어서 한 명은 영어로 다른 한 명은 해석해주었다고 한다. 영어로 단어를 읽
어주면 뜻을 쓰는 테스트를 했는데 단어를 외울 시간이 부족해서 배우는 동생들이 어려웠
을 거로 생각했다. 문장 테스트는 문장 안의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과정을
시도했다.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면서 읽으니 혼자 읽는다는 생각
보다는 같이 읽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다. 가드너가 정원사라는 사실도 발견
하였다고 한다. 단어를 외울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걱정이 앞섰지만, 형들이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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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줘서 좋았다고 소감을 쓰기도 했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아동들의 프로젝트 학습에
의미를 두었으며 실생활에 밀접한 그림책을 프로젝트 학습의 소재로 선택한 것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아동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 이후에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림책을 5~7컷으로 동
영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연결해 보고자 한다. 미리캠버스와 클로바더빙의 앱을 이용해서 짝
과 같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게 될 것이다.
6. 프로젝트 일정표
차 시

1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차 시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2

3

4

5

 Comprehension Skills 익히기
- Topic : 책을 읽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
- main idea : 주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아내기
- supporting details :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내
기

 M a k i n g
connections : 현
재 읽고 있는 책
의 내용이 나,
다른 사람, 세상
과 연결되는 내
용 이해의 활동

6

7

8

9

10

 Cause and
effect : 책을
읽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알
아보는 활동
effect-cause

 Fact and
opinion : 객
관적인 사실
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별
하는 활동

Making
Inferences :
책에 직접적
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능
력 기르기

 Compare and contras :
등장인물을 나와 비교하거나 책
에 등장하는 상황을 그 이전과
비교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기
억할 수 있고, 풍부한 글쓰기가
가능해질 수 있음.

비 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
결하기

7. 활동 모습

모둠별 프로젝트 협력 수업하기

그림책을 이용한 역할극 만들기

- 270 -

After reading a book of <A dog of Flanders>
1. A boy named Nero lived in a Belgian Flemish
village.
2. Nero and Nero's grandfather delivered the
milk.
3. One day Nero and Grandpa returned home
after delivering milk.
4. Nero and his grandfather found a dog lying
on the floor.
5. I would like to ask Nero and my grandfather.
"What is this?
** Meanwhile, I want to be Nero's friend.

Little Red Riding Hood의 같은 이야기를
늑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책<The wolf’s
story>과 비교하기

그림책을 읽고 5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꿀벌 마야-1> 그림책 내용을 정리하기

<꿀벌 마야-2> 그림책 내용을 정리하기

Ice Age에서 생각을 얻은 후 다섯 장면으로 내 그림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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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Age에서 생각을 얻은 후 네 개의 장면으로 내 그림책 만들기

내가 만들 그림책의 주인공 선정하기

내가 만들 그림책의 주인공 선정하기

그림책을 읽은 후 내 그림책의 주인공 선정하기

그림책 프로젝트: 5학년과 6학년의 주제 협력 수업-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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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1) 활동지
<Story time project 1> Make your story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 놀이를 해봅시다.
* 맡은 역할: ·Alice=(

), ·Mr Rabbit=(

·해설하는 사람=(

), ·Mr. Caterpillar=(

)

)

Alice reads a book under a tree and sees___.
Alice: Whose __________ is __________ ?
Mr Rabbit: It’s __________. Thanks.
Alice: You’re welcome.
Mr Rabbit: Oh, I‘m late. Goodbye.

Mr Rabbit jumps into the three hole. Alice jumps into it, too.
Now, Alice is in a room. She drinks some __________ on the table.
Alice: Oh, no! I’m too __________ .

She walks and sees Mr. Caterpiller.
Mr. Caterpiller: Hi, Where are you from?
Alice: I’m from __________ .
Mr. Caterpiller: Here are some __________ . Please try some.
Alice: Thank you.
Mr. Caterpiller: Do you want some more?
Alice: No, thanks.
Mr. Caterpiller: Look at you ! Now you are __________ .
Alice: Oh, thank you. I’m __________ .
● 모둠별 역할놀이를 평가하여 봅시다.

G1

Performance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 역할놀이를 한 후 자신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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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G4

G5

<Storytime project 3> Make your story

찰리와 초콜릿 공장

▷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 맡은 역활: ·Charlie=(

), ·Grandpa=(

·해설하는 사람=(

), ·Oompa Loompa=(

) ·Willy Wonka=(

Charlie wins Wonka’s Golden Ticket. He calls his

)

),

_________________.

Charlie: Hello __________, This is Charlie.
Grandpa: Oh, __________.
Charlie: Let’s go to _________________. I won _________________.
Grandpa: Great! we can meet

__________ at every morning.

Charlie and his grandfather go to _________________.
Oompa Loompa: _________________.
Charlie: Are you willy Wonka?
Oompa Loompa:No __________.
Charlie: __________does he look like?
Oompa Loompa: He is __________ and he has _________________.
Grandpa: __________is he wearing?
Oompa Loompa: He is wearing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Willy Wonka comes to them.
Willy Wonka: Hi, __________, how was your day?
Charlie: It was __________________ , I __________ and __________.
Willy Wonka: Good! Let’s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Charlie:__________________ ,

Charlie and his grandfather have a great time.
● 모둠별 역할놀이를 평가하여 봅시다.

G1

Performance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 역할놀이를 한 후 자신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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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G4

G5

<Storytime project 4> Make your story

마지막 잎새

▷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 맡은 역할: ·Johnsy=(

), ·Behrman=(

·해설하는 사람=(

), ·Sue=(

)

)

Sue wanted to go to _________________.
Sue: Behrman, Johnsy is __________, Where is ________________?
Behrman: Go straight _________________and turn __________.
It's on your _________________.

One day, Behrman visited Johnsy and saw her _________________.
Behrman: This _________________is good. Did you ___________ it?
Johnsy: Yes, I did.
Behrman: Do you want to be __________?
Johnsy: Yes, I want to be __________. I will __________.
Behrman: _________________.

Johnsy looked out of the window and saw the last __________.
Johnsy: The last leaf will _________________. Today will be _________________.
Behrman: _________________.

That night, it rained and the __________,fell.
Behrman _________________on the wall for Johnsy.
Next day, Johnsy got up and saw the_________________.
Johnsy: Oh!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 I’m __________________.
● 모둠별 역할놀이를 평가하여 봅시다.

G1

Performance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 역할놀이를 한 후 자신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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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G4

G5

2) 그림책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자료
<Storytime project 2> Make your story

해리 포터

▷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바꾸어 쓰고,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 맡은 역할: ·Harry=(

), ·Grace=(

·해설하는 사람=(

), ·Ron=(

)

)

Harry and Grace are sitting on the _________________.
Grace: What’s your favorite __________, Harry ?
Harry: My favorite subject is __________. I like __________,
Grace: Same here.
Harry: I __________ at every morning.
Grace: Wow, What time do you __________?
Harry: I __________ at __________,

Ron comes to Harry and Grace. Ron look sad.
Ron: Look my _________________.
Grace: That’s too bad.
Ron: Harry, can I borrow your __________? I have __________this afternoon.
Harry: Sure, Here you are.

But Harry’s __________ flies all around.
Harry catches the__________and gives it to Ron.
Ron: Thank you.
Harry: __________________ .
● 모둠별 역할놀이를 평가하여 봅시다.

G1

Performance
Did they write a creative story?
Did they speak loudly?
Did they act well?
Did they work together well?

● 역할놀이를 한 후 자신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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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G4

G5

Book Title(
Grade (

1. New Words

)

) Class

Name (

단어와 내용쓰기

1

4

읽기

읽기

2

5

읽기

읽기

3

6

읽기

읽기

2. Key Expressions

문장1번, 뜻1번

1)
(

)

2)
(

)

3. 모둠별 배움의 과정을 적어봅시다.

4.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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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ree little pigs 아동 참고 작품>

Three little pigs build houses.
One pig buils a little house of grass.
One pig buils a little house of sticks.
One pig buils a little house of bricks.
One day a wolf comes the brick house.
But the wolf does not fall down the brick house.
Three pigs laugh out loud in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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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학년 프로젝트 수업 (2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은 해를 넘겨 2020년까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발생시
켰다. 2월에 내린 큰비로 겨우 산불이 진화되었다. 무려 6개월여 동안 이어진 산불로 우리
나보다 더 큰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고, 약 10억 마리의 야생동물과 3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는 움직임이 느려 불길을 피하지 못해 약 8,000마리가 죽었고
멸종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코알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호
주 산불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35도에 이르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장기 가뭄이 그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지구 곳
곳에서는 가뭄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는 ‘기후 변화’로
생기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인간과도 관련이 있다.
2020년 우리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문제, 더불어 여름내 50일이 넘도록 비가 내리기도 했다. 코로나에 수해까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다. 더불어 기후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기
후 변화는 이제 더는 먼 이야기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이야기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삼림 파괴로 동식물의 멸종뿐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 많은
과학자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자연계 전체에 더 엄청난 혼동을 일으킬 재
난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더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했던 인간의 많은 활동이 지구를 덥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를 막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지
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기후 변화의 영향과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나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
해보고 함께 실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생각해보고 정책 제
안까지 수립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과학전담으로서 5학년 교사(두 개 반)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더욱더 뜻깊다.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젝트 활동에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자 한
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관련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교과명

대상 학년
(인원/모둠)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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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7명 2개 반 총 34명)
과학전담으로서
5학년 담임교사(두 개 반)와 협업
관련 단원

•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 [6과05-02] 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

2. 생물과 환경

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6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
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 듣기·말하기[6국01-04]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
과적으로 발표한다.
교과

국어

• 듣기•말하기[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의한다.
• 쓰기[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
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미술

있다.
•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

1.

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음악
학습
기간
학습
목표

•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
붙임새로 만든다.

2020.10.7.~11.6 (32차시)

3. 즐겁고 신나
게

학습 공간

과학실, 5학년 교실, 학교 내

•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알 수 있다.
• 기후 변화로 나타난 문제의 해결방법을 토의로 알아낼 수 있다.
•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고 홍보할 수 있다.

탐구

• 기후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

•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프로젝
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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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
토의하기
(과학)
다양한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토의
를 통해 말할 수 있는가?

기후

실행하기

수행 결과물 평가
관찰평가

매체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여 적절한 매체를 골라
사례를 찾았는가?

수행 결과물 평가

변화 관련된 사
프로젝트

평가 방법

실천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가?

매체를

활용하여

평가 관점

례를 찾아 적절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사례를 찾았는가?
하게 읽기
제재곡을
선택하고 노랫말
바꾸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사를 만들
수행 결과물 평가

었는가?

관찰평가
노래 부르기에 즐겁게 참여하는가?

기후 변화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 전과 현재의 모습을 관찰하

인해 달라진

고 변화한 특징을 알고 있는가?

모습에 대하여
시각적 특징을

관찰평가

수행 결과물 평가
관찰평가

특징을 살려 잘 표현하였는가?

발견하여 그리기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프로젝트
준비하기

중심활동내용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가. 기후 변화에 관심 갖기 위한 책 선정
나. 기후 변화에 관심 갖기 위한 영상 시청
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5학년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나눠 프로젝트 계획
나. 매주 수업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평가 진행

프로젝트
계획하기

다. 충북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활 과학 환경 교실 참여
1) 2학기 프로젝트 전에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자 신청하여 진행
∎ 1반 : 미세먼지 저리 가, 먹이 피라미드,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크로마
토 그래피 태양광 진동 나비
∎ 2반 : 토네이도는 어떻게 생길까?, 미호종개야 안녕?, 엔트리 부품 찾기, 크리스탈

프로젝트
실행하기

지시약
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 책 함께 읽기
1)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기후 변화에 관심 갖기

- 281 -

∎ 환경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나누기
- ‘거북이가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서 빨대 사용을 줄이자’라는 생각입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자기 생각 나누기
-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 때문입니다.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상 시청 후 생각해보기
※ 영상 :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 부정하는 10년 후 팩트(씨리얼)
https://www.youtube.com/watch?v=H-SJ3eKdhSA&t=162s
- 기후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 활동 때문이다
-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35%만이 생각
- 기후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 아주 예전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던 이유는?
• 빙하기에서 간빙기 사이에 만 년 동안 4도가 상승
- 최근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상승했나? 1도, 25배나 빠름
- 지구의 온도가 오른 이유는?
• 화석연료를 사용으로 탄소가 배출되어 나가려는 태양에너지를 막아서
- 지구의 온도가 오른 후 나타나는 현상
•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빙하가 녹기 시작함
• 고위도는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고 태양에너지를 더욱 배출하지 못함
•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 차이가 작아지고 지구의 조절시스템이 고장 남
•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중위도 지역은 순환되지 못해서 여름에 덥고, 미세먼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겨울에 더 추워진다. <우리나라>
-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가 된다.
- 이런 현상을 막는 데 필요한 노력은?
•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반으로 줄여야 한다.
- 기후난민이란?
• 해빙,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전쟁 난민을 넘어섬
-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대표적인 사람은?
•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변화 문제에 어른들은 관심을 가지라며 시위를 함
<TIP> 유튜브에 영상이 매우 많다. 한국 상황에서의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룬 영상을
찾아서 보면 좋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과학적 설명이 들어 있는 영상도
좋다.
∎ 환경 관련 용어 조사하고 발표하기
- 그린피스,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 사막화 방지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세계 푸른 하늘의 날
- 녹색 생활, 환경재난, 친환경 에너지 단지, 미세먼지
- 조사하고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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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1백 년간 1℃가 상승했다. 유엔 산하 연구기관인
IPCC는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1~3.5℃ 상승한다고 했다. 그리
고 해수면은 15~95cm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 제안해 유엔 총회 제2 위원회가 푸른 하늘
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결의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TIP> 몇 문장으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한 내용은 모
두 카톡방에 공유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갑자기 찾기에는 어려움을 느꼈고, 주
제가 어려워 기후 변화를 검색해보라고 정정하였다.
2)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기후 변화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 2가지 읽고 원인 알아보기
- 하나,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을 바꿔 놓아요.
- 둘,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이 생겨요.
- PPT 및 교재 활용(국제기후환경센터,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후 이야기 활용)

- 기후 변화의 원인을 글로 쓰기 : 지금까지의 배운 내용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리하기
<TIP> 원격수업 기간으로 줌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PPT를 활용
해 설명하고 멘티 미터를 활용해 아이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수업을 진행하
였다. 기후 변화의 원인을 글로 쓸 때 책과 인터넷을 참고하였지만, 수업 후에
는 훨씬 잘 정리하였다. 설명 위주의 수업에 좀 힘들어하기도 하였지만, 내용
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어려워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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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의 3-11까지 읽고 사례 찾기<국
어>
- 셋,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요
- 넷, 땅과 호수가 말라 가요
- 다섯, 생명이 자라기 힘든 사막이 많아져요
- 여섯, 기온이 높아지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요
- 일곱,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식량이 부족해져요
- 여덟, 자원이 부족해져서 나라 간에 싸움도 생겨요
- 아홉, 바다에 잠겨 사라지는 나라가 생길지도 몰라요
- 열, 멸종되는 식물과 동물이 많아져요
- 열하나, 기후난민이 생기고 있어요.
<발표> 주제를 선택하고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기, 가능하다
면 ppt로 편집하고 책은 각자 나눠주었습니다. PPT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도
록 하였습니다.

3) 기후 변화를 막는 방법 토의하고 실천하기
∎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의 ‘열둘, 우리의 노력으로 기
후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를 참고하여 방법 찾기
- 기후 변화를 막을 방법 영상 시청하기(씨리얼 : 기후 변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요?)
https://www.youtube.com/watch?v=Rwkz1A0LaVY
- 여러 해결방안을 더 생각하고, 각각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도 토의하기
-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기(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 및 아이디
어 제안)
- 1인당 스티커 3장을 주고 마음에 드는 정책에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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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막을 방법

이 방법들을 지키기 어려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은?

이유는?
편리하고 당장에 버리기 쉬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어느 날을 정해서 일회용

워서
고기가 너무 맛있고 성장하

품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일주일 동안 먹는 고기의

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양을 정한다.
태양에너지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하기
자동차 사용을 줄인다.

힘들지 않고 편리하고 빠르
게 이동할 수 있다.

이용하는

자동차에 국가가 투자해
준다.

<TIP> 포스트잇에 쓴 내용을 발표한다. 방안을 생각해 내기보다 실천이 어려운 이
유에 더 초점을 두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생
각한다. 즉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두어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정책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 더 좋을 듯하다.
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하기
1)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하기
∎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3~5가지 정하기
- 고기 3끼 중 1끼만 먹기
- 9시 이후 핸드폰 하지 않기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먹을 만큼만 시키기
- 분리수거 잘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 실천 후 느낀 점 발표하기
<TIP> 정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주일 후 제대로 실천했
는지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뭔지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기록 후 국
어 시간에 느낌을 서로 나눈다.
2)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캠페인 진행하기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글쓰기
- 8절지로 신문 만들기
- 화이트보드에 글쓰기
- 신문은 학교 게시판에 게시한다.
<TIP>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화이
트보드는 캠페인 할 때 전시한다. 정책으로 제시할 내용도 써주면 좋다.
∎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한 뮤직비디오 만들기
-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정하기
- 개인별로 가사 부분을 나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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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가사의 흐름을 맞춰보기
- 자신의 가사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 가사에 맞춰 노래 녹음하기
- 가사에 맞는 그림 그리기
-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뮤직비디오 완성하기
(함께 바꾼 우리 길)
1. 기후 변화 원인은 사람들의 심한 매연가스 심한 가스가 지구를 계속 아프게 해
2. 전기 사용 줄이고 온실가스 줄인 뒤 실천하는 너랑 실천해서 좋은 길
3. 기후 변화 이야기하며 실천하고 가는 길 너와 함께 바꿔서 너무너무 기쁜 일
4. 함께 채식해보고 함께 쓰레기 줍고 지구 지키고 너랑 함께해서 좋은 일

<TIP> 가사 흐름의 완벽성에 연연하지 않고 기후 변화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홍보지 만들기
- 홍보지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 놓는다.
- 사진을 활용해도 좋다
-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림을 그려도 좋다
∎ 재활용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
- 주위에 버리는 아이스팩 모으기
- 주위에 버리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모은다.
- 각자 꾸밀 것을 준비해온다.
- 아로마 오일, 아이스팩, 투명 플라스틱, 식용 색소를 이용해 방향제를 만들고 캠
페인 때 나눠준다.
∎ 캠페인 진행하기
- 만든 뮤직비디오를 학교 태블릿과 소형앰프를 이용해 틀어둔다.
- 홍보지와 신문은 게시해 놓는다.
- 서약서 패널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각반에 공유해주고 각 반 홈페이지
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사진 프린터를 활용해 인쇄해준다.
- 챌린지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방향제를 나눠준다.
<TIP> 캠페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오전에 3~6학년 다른 반에 쉬는 시
간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상상 해보기
∎ 친환경 도시 설계하기<과학>
- 북유럽 등의 친환경 도시 조사하기
-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조사하기
- 4절 도화지에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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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때 같이 전시한다.
<TIP> 미술적인 완성도에 연연하지 않고 완성한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 5학년 담임교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의외로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결과물 자체는 우수하다고 하기 힘들지만, 과정 안에서 아이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협동함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캠페인을 진행
하며 아이들 스스로 매우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주제 자체가 시의적절했
고 아이들이 직접 찾고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기에 공부나 학습이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 5학년 학생 1
지난 1달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캠페인을 하고 나니 뿌듯했
다. 작품 설명할 때도 힘들었지만 모두 다 힘들었을 거 같다. 정신없었지만 다음에도 기회
가 생기게 되면 또 캠페인에 참여해보고 싶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하
고 나니 심각성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모두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요!
* 5학년 학생 2
처음으로 기후 변화를 배울 때는 어려웠다. 기후 변화를 배우며 기후 변화로 어떤 일이 일
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친환경 도시 만들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캠페인으
로 기후 변화 배운 걸 다 공개하니까 뭔가 성취감이 있고 뿌듯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막
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등 그런 것을 실천할 거다.
* 5학년 과학전담 교사
전담과목이 과학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5학년 선생님
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생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 또한 배우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아이들은 생
각하는 일보다 단순 실험을 더 좋아해 흥미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할 아이들의 대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답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고 하면서 이런 과학 수업도 재미있
었다고도 하고, 저하고도 더 친해졌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보내준 자료가 정말 도움
이 되었습니다. 급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잘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내용 구성
을 교사 주도로 했다는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주제도 같이 정하고 내용도 함께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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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 일정표
날 짜

10/7<과2>
- 지구온난화로

프로젝트

생기는 기후 변화에

단계 및

관심 두기

활동

- 환경 관련 용어

10/14<과2>

10/16<과1>

10/15~20<국4>

- 기후 변화의 원인

- 사례 찾아

-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알기

알기

발표하기

조사하여 발표하기

날 짜

10/21<과2>

10/23<과1>

10/26-27<국3>

- 기후 변화를 막기

- 기후 변화를 막기

- 기후 변화에

프로젝트

관심을 가져야

단계 및

하는 12가지 읽고

위한 정책

위한 신문과 표어

- 기후 변화를 막기

제안하기

만들기

활동

위한 토의하기

날 짜
프로젝트

10/28<과2>

10/29<음4>

10/30<미4>

-재활용품을

- 기후 변화를 막기

- 기후 변화를 막기

단계 및

활용하여

위한 뮤직비디오

위한 홍보지

활동
날 짜
프로젝트

생활용품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11/1주<창체4>

단계 및

- 캠페인 진행하기

활동

11/4<과2>
- 친환경 도시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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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과1>
- 프로젝트를
마치며(소감
나누기)

10/28<국1>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 사항
정하기 실천하고
소감 나누기

10/30<과1>
- 친환경 도시
설계하기

7. 활동 모습

충북대학교 생활과학환경 교실

환경에 대해 자기 생각 쓰기

기후 변화 관련 용어 찾기

기후 변화 관련 영상 시청하기

기후 변화 자료 검색하기

기후 변화 막을 방법 생각하기

기후 변화 막기 표어 만들기

기후 변화 전과 후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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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신문 만들기

기후 변화 사례 발표하기

친환경 도시 설계하기

캠페인 활동(설명하기)

캠페인 활동(서명받기)

캠페인 활동(홍보하기)

기후 변화 막을 방법 발표하기

프로젝트를 마치며(소감발표)

캠페인 활동(챌린지)

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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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1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5학년
이름

※ 질문을 읽고 자기 생각을 써봅시다.
1.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을 쓰시오.

2. ‘기후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쓰고, 자기 생각까지 써봅시다.

※ 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3.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4. 인간은 기후 변화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나요?

5. 인간이 기후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아주 예전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7. 최근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상승했나요?

8.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지구의 온도가 오른 후 나타나는 현상을 쓰시오.
- 더운 곳은 더 (
- 고위도의 (

), 추운 곳은 더 (
)가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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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번

-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 차이가 (
- (

), 지구의 조절시스템이 (

)가 느려지고 중위도 지역은 순환되지 못해서 여름에는 더 덥고, 미세먼

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 (우리나라 중위도에 위치)

10. 이런 현상으로 인간은 (

)이 위험할 정도가 된다.

11.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2. 기후난민의 의미를 쓰시오.
- (
- (

).

), (

)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난민을 넘어서고 있다.

13.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10대 학생은 누구이며, 어떤 주장을 했나요?

※ 다음에 제시된 <보기>의 환경 관련 용어를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보기>
그린피스,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세계 푸른 하늘의 날
녹색 생활, 환경재난, 친환경 에너지 단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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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2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5학년

반

번

이름

※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 중에 첫째와 둘째를 읽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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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3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5학년

반

번

이름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을 토의한 내용 4~6가지를 선정하여 실천해봅시다. 자신
이 실천할 자신이 있는 해결방안으로 선정해주세요
(완벽하게 실천하였으면 ◎, 대체로 실천하였으면 ○, 거의 실천하지 못했으면 △ 표시해주세
요)

실천할 내용
1.
2.
3.
4.
5.
6.

※ 1주일간 실천한 후 자신의 소감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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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 편을 인상 깊게 봤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우리의 민주화 역사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촛불집회로 되풀이됐다. 시민의 힘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자긍심을 갖고 있
었지만 최근 보이는 난민이나 점차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젠더 문제 등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나는 김누리 교수의 말에 그 원인을 조금 알 수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군사
쿠데타의 역사이기도 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동시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가부장인 가장이 되고, 학교
에 가면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되고 직장에 가면 갑질하는 상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6학년 교육과정은 대부분 사회공동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1학기 사회 1단원에서는 민주
주의를 주제로 학습한다. 앎과 삶이 분리되기 쉬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코로나 19로 온라인학습을 하는 이 시기에 이 주
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삶과 가깝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봉쇄하지 않고 투명한 정
보공개와 끊임없는 추적으로 K-방역, K-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의 극찬을 받았다. 이런 대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익을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데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의료진은 물론이요,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스크와 생활
용품 등을 기부하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방
사광가속기, 후기리 소각장 설치 등의 지역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쟁점이 됐기에
우리 반 어린이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초등학생인 나도 지역 주민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면 진짜 민주주의를 내 삶 속에서 내면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들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
교과명

.관련 교과

사회

대상 학년

6학년

(인원/모둠)

( 15명 / 4모둠)

성취기준
•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

관련 단원
1-(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

1-(3).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

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가 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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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6사05-04]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다수
결,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
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
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
다.
• [6사05-05]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력 분립 등)를 이해하고, 그것
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한다.
• [6사05-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
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
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
다.
•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
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
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국어

•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
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 [6국03-06]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 [6도02-03]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도덕

고, 주변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여 도와
주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2.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
지는 세상

•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미술

• [6미02-06] 작품 제작의 전체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

11. 사물에 생명을! 애니메이
션(금성출판사)

할 수 있다.
• [6체01-0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
운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체육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6체01-05] 운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1. 건강(천재 교과서)

체력 운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학습 기간
학습 목표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2020.04.17.~06. 11 (38일간, 61차시)
학습 공간
온라인, 교실
• 코로나 19, 우리 지역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해 민주주의의 의미
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을 작성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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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다.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
의 역할을 탐구할 수 있다.
• 봉사하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봉사의 모범 사례를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
다.
• 코로나 19 국면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코로나 19로 집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 운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다.
•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 ‘슬기로운 집콕생활’의 주
제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탐구 질문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우리 주변 이웃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프로젝트
흐름

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프로젝트

평가 내용

평가 관점
주제망 그리기를 통해 탐구 질문에 적합한 주제를

주제망 그리기로

선정한다.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주제를

모둠 주제선정

계획하기

정한다.
정보 탐색 및
자료수집
자료조사 및

프로젝트

종합분석 정리

수행하기
결과물 제작

정보 탐색 및 자료수집 계획이 타당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
사할 수 있다.
모둠원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결과물(논설문, 편지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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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교사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교사평가
교사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교사평가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
고 적절하며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글을 쓸 수 있

교사평가

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실행하기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수
있다.
주제에 맞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스톱 모션 애니메

발표

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설득력 있게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다.

교사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동료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중심활동내용
원격학습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에 어떻게 하면 원격학
습을 효율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병행하고 학생이 흥미 있고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선 이 코로나에 대해 알아야 하며,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더불
어 살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평소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교과서를 모두 펴놓고 교과서에서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단
원이나 활동을 찾거나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지만, 이번에는 ZOOM의 소

프로젝트
준비하기

회의실 기능을 활용했다. 구글 문서, ZOOM의 공동작업공간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
용하고 싶었으나 학급에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밖에 없는 어린이들이 6명인지라 소회
의실로 모둠을 나눠 함께 찾고 찾은 내용을 각자 공책에 기록하여 클래스팅에 올리기
로 했다.
∎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가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나요?
-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변 이웃,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코로나 19로 학습 공간이 학교에서 집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필
요해요. 나는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가. 주제 접근하기
1) 주제와 관련 내용을 찾아 함께 읽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가) ‘코로나 확진자 한 자릿수…. 성공적으로 대응’ 뉴스 사진
∎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확진자가 줄어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나) 해외 봉쇄국가와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처 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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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코로나 청정국’

연합뉴스 ‘WHO, 한국

교사의 비공개 유튜브

코로나 대응 모범 교과서’

계정을 활용

∎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알려진 나라들은 사실일까요?
∎ WHO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요?
2) 주제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기
가) 교과서에서 찾기
나) 생각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 떠올리기
다)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마인드맵 함께 작성하기
3) 모둠별 마인드맵 발표하기
4) 학급 마인드맵 작성하기
<발표> 모둠에서 마인드맵 작성이 끝나면 발표자는 본인 공책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둔다. ZOOM의 공유하기 버튼을 활용해 친구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발표
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평가>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제와 적합한 활동을 계획, 구상한다.
<TIP>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교사는 각 소회의실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참관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

프로젝트
실행하기

한 모둠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알아보기
1) 활동지를 통해 정치, 민주정치의 의미 알아보기
∎ 사람들은 섬에 표류하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 나누었나요?
∎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골라 가치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 나의 말로 정치와 민주정치를 설명해봅시다.
- 민주정치란 우리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다.
- 민주정치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간의 존중받을 수 있는 것 같다.
2) 뉴스 기사를 찾아보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국가의 노력을 찾아보기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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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노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한 일로 나눠 보고 국가 기관의 역할 정리하기
∎ 마스크 문제로 요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이 밖에도 코로나 19로 요
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까요?
-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 가게에 손님이 많이 줄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포털 연합뉴스 캡처

코로나 19 기사 제목

대한민국 법제처 코로나

캡처본

3법 소개 영상

∎ 코로나 3법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 3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삼권분립과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에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
까요?
- 얼른 약을 개발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교육부에서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닐 수 있게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 이천 화재 영상을 보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 국회 : 우레탄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단열재의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만 높일 수 있게 정해줘요/단열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업에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거니깐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요.
- 정부 : 우레탄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실행하고 지원해줘요/ 불이 난 이유
를 철저하게 알아봐요/ 피해 보상을 해줘요.
- 법원 : 국회에서 우레탄폼을 사용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어기는 사람이 있으
면 재판을 통해 처벌해요.
<발표> ZOOM을 통해서 전체 발표를 했다. 교사는 소그룹 회의를 참관하면서 피드
백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평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가. 모둠원들
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가. 국가 기관이 어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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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지 알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TIP>
1.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학생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자칫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구체적 조작
활동이나 아날로그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
2. 디지털 네이티브라며 디지털기기가 익숙한 세대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한다. 하여 검색어를 예로 들어주거나 관련 기사 캡처본,
관련 영상을 제공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3. 마스크 불법 유통으로 법을 어겨 경찰에 구속된 사례를 법원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많이들 생각했다. 교과서 그림을 참고해 경찰청과 검찰청은 정부에 소속된
기관임을 설명해 주었고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코로
나와 관련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았다.
나.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1)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사례 찾아보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함께 결정해본 경험이 있나요?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함께 결정할까요?
2)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 알아보기, 민주시민이란?
- 5학년 때 토론을 한 게 기억나요. 민주시민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
지만, 우리가 민주시민이란 걸 이제 알았어요.
- 다수결이 항상 맞는 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 민주시민이에요.
- 한 사람이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결정
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합니다.
다.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우리 이웃들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 OK 금융 그룹이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했다.
- 뮤지컬 배우와 뮤지컬 배우의 팬이 3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7월로 미뤄
져 신혼 여행비 300만 원을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
2) 봉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가치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 봉사는 지우개이다. 자기 몸이 버려지면서까지 평생 더러운 것을 지워주어 고맙
다.
- 봉사는 응원봉이다. 응원봉은 맨날 흔들리지만 어지럽다고 하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는 혼자보다 여럿이 할 때 더욱 의미 있다.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와 종이도 만들어 준다.
-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봉사는 피아노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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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ZOOM을 통해서 전체 발표를 했다.
<평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가.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국회, 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가.
<TIP>
1. 나눔과 봉사를 자기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물들을 생
각해보라고 하니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을 많이 찾았다.
2.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힘쓴 주변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조하여 질문했다.
라. 민주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덕분에 챌린지’ 참여하기
∎‘덕분에 챌린지’ 동작을 익히고 인증사진 찍기(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선택)
2) ‘청주의료원’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전달하는 글쓰기
∎글을 쓰는 목적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나요?
-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초 6학년 1반 정00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고 희생하시
느냐고 눈도 못 붙이고 밥도 못 드셔서 힘든 의료진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
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나고 방호복이 무겁고 두꺼워서 땀도 많이 나고 산소도 부족하다
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료진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게 없다는 게 안타깝고 진짜 이 편지가
1% 아니 0.00000001%라도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선물도 아니고 아주 작은 편지
한 통이지만 이 편지에 마음은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 그리고 항상 의료
진분들을 응원하는 저와 제 친구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
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초 6학년 00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처음엔 온라인 수업이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요. 밖에 나가 놀고 싶고 저의
마지막 6학년을 이렇게 보내기는 싫거든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니 저희는 집에서 의료원 의료진들을 응원할게요. 저희처럼 온라인 수업이 아닌 시신
소독과 병실을 청소하시고 늘어나는 환자분들 말고 항상 웃어주는 가족을 보고 싶은 거
알아요. 그리고 예쁘고 멋진 얼굴을 망가트리는 보호경을 쓰고 나온 상처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보호경 자국은 우리의 영웅이라는 표시니깐요. 하지만 제가 코로나 해결 방법은
몰라도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의료원과 의료진분들을 기억할게요. 언제나 항상 코로나 조
심하시고 매일 웃는 얼굴로 행복하세요. 아 참! 저의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 메시지 꼭 받
아주세요!
3) 학급 어린이들 작품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주의료원팀에 전달하기
4) 원격학습 기간 내 건강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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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학습 기간 내 배려와 돌봄이 있는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일 실천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청주의료원에서 도착한 답장

오창초 응원 편지가 보도된 기사

<발표> 클래스팅에 과제를 올려 학급 전체가 공유했고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었다.
<평가>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글을 창의적이고 성
실하게 쓸 수 있는가.
<TIP>
1.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아이돌 가수 사진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2.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몰입
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영상을 만들어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하
니 학생 참여도가 높아졌다.
3. 번거롭지만 퇴고를 위해 배움 공책에 편지글을 작성하여 피드백 후 미술 시간을
활용해 그림과 글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4. 체육과 실과 과제는 아침 활동 시간에 매일매일 실천했는지 표시하고 실천했으
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실천하지 못했으면 왜 하지 못했는지 한 줄 정
도 쓰게 했다.
마. 민주시민으로서 나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우리 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 인터넷에 ‘오창’ 검색해보기
∎ 4월 국회의원 선거, 오창 소각장 설치, 다목적방사광가속기에 관해 이야기 나누
기
2) 필요한 시설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알아보기
-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설치해주세요. (결정이 며칠 뒤에 나기 때문에 편지
를 쓰고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함)
- 오창이 미세먼지 배출 전국 TOP3 안에 드니 미세먼지가 덜 생기도록 노력해주세
요.
- 후기리 소각장 설치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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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정문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 오창호수공원은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흡연실을 만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오창에 굿즈샵 테마단지를 만들어 주세요.
3) 우리 주변의 문제점을 찾아 공익광고로 표현하기
4)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법과 원리를 알아보기
5) 문제 해결을 위해 논설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편지쓰기
∎ 코로나 19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 살펴보기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로서는 치료제도 없고 걸리면 완치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코
와 입을 가려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논설문의 특성 알아보기
∎ 친구들과 함께 주장에 대한 근거 수집하기
- 주장)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근거 1) 이미 오창은 미세먼지를 전국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근거 2) 소각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죽은 노동자가 있다.
근거 3) 전국 쓰레기의 20%를 이미 청주에서 태우고 있다.
- 주장) 오창호수공원에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
근거 1) 공원은 같이 쓰는 공간인데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
다.
근거 2)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에게 특히나 좋지 않다.
근거 3)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가 있다.
근거 4) 공연은 금연구역이지만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 주장) 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근거 1) 학교 앞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근거 2)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신호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3) 제27조 보행자 보호법이 있다.
- 주장) 굿즈샵 테마 단지를 만들어 주세요.
근거 1) 굿즈샵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근거 2) 오프라인 굿즈샵이 온라인보다 저렴하다.
근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세금이 쌓여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근거 4) 종이상자, 테이프, 배기가스 사용이 줄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하며 자기주장을 논설문으로 표현하기
<발표> 친구들의 공익광고 작품을 보여주고 맞추는 퀴즈 형태로 발표했다.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 지역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거는 모둠원들과 함께 찾도록 하며 전체 발표로
함께 공유했다. 각 모둠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말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알
려주고 생각하지 못한 근거를 보충해주는 등 다른 모둠에 피드백해주었다.
<평가>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을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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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친구들이 그린 공익광고를 보여주고 어떤 주장을 나타낸 건지 맞혀보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니 흥미도가 높았다.
2. 편지글과 마찬가지로 등교하면 편지글을 작성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기로 약속
했다.

청주시청으로부터 온 회신서
공문

청주시청으로부터 온 답변서

오창초등학교 신호기 설치
위치

바.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야기를 담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1) 각양각색의 ‘코로나 19 일상’ 찾아보기
2) 요즘 나의 생활 떠올리기
3)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4) 나의 요즘 일상을 담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 활동지로 주제, 장면, 스토리보드를 작성함.
5) 작품 발표하고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발표> 클래스팅에 완성작품을 올린 후 다음 시간에 ZOOM의 공유기능을 활용해 발
표한다.
<평가>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가. 주제
에 맞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가.
<TIP> 앱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2차시에 걸쳐 교사
주도하에 간단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하였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서양인들이 미국 원주민을 정복 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백인은 자리에 앉아 얌전히
문제를 푸는 반면 원주민들은 교실 뒤로 가 빙 둘러앉았다고 한다. 교사가 기겁하며 물어보
니 한 어린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
결하라고 배웠어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면 좋을까, 어떤 가치를 안고 살아가길 바라나?’, ‘나는 그런 방식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수업을 하고 있나?’ 고민했고 그 뒤로는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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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원격학습은
나에게 큰 장벽이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고 타인을 경계하고 접
촉을 피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처음엔 막막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가장 위험한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학교에 아이들은 올 수 없었고 온라인으로 배움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원격학습의 문제점은 많은 교사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생략한다. 내가 프로젝트 진행
과 관련하여 온라인 개학 적응 기간에 했던 또 하나의 고민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 재구
성이 가능하냐’였다. 원격학습을 하라는 건, 마치 교과서대로, 주입식, 교과 내용 전달식으
로 가르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학교가 지식사회의 명(明)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육도
해야 하지만 반대로 암(暗)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육과정 재구
성을 하며 가르쳐왔고 이 시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고 싶은 사람인지라 부족한 실력으로 영상도 제작하고 고민
하며 과제도 제시했다. 역시나 잘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든 잘 따라왔지만, 중간과 하 수준
의 어린이들은 갈 길을 잃은 것이 보였다. 그나마 교육격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배움을 이
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의 병행이었다.
이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협동하여 극복하는지 어린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마주하고 있는 비접촉 비대면 사회가 역설적이
게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강조할 수 있고, 강조해
서 가르쳐야 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아쉬웠던 점은 우리 지역 발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린이들이 의견을 낸 ‘굿즈샵 테마
단지’이다. 굿즈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지 않는 시설임을 알고 있어서 그걸 말해줬
는데 아이돌 문화의 주 소비자인 초등학생 6학년 여자 어린이들은 단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냐고, 세금도 늘릴 수 있지 않냐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 상황에 휩쓸려 더 알
아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는데 역시나 청주시청으로부터 온 답변서에 굿즈샵은 우리가 만
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A4 크기 편지지 3장에 걸쳐 굿즈샵을 설치
해 달라고 썼던 한 어린이의 노고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근거를 찾고자 모둠들이 똘똘 뭉쳐
협력했다는 점, 자신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논설문을 제법 그럴듯하게 썼다
는 점, 답변서를 보고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굿즈샵을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는 둥 나름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우리가 쓴 편지를 직접 전달한 점은 참 좋았다. 자칫 형식적으로 쓰는 글 아니냐며 대충
쓸 수도 있는데 직접 전달한다고 하니 어린이들은 더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청주의료원이
나 청주시청으로부터 답변도 왔고 영상 편지의 경우 청주의료원에서 직접 기사를 제보해주
어 어린이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컸다고 생각한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민주주의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민주시민으
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교사
로서 나름 뿌듯했던 것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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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25 이후 한국 민주주의 현대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이가 먼저 ‘선생님은 박
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려고 노
력은 했지만 4·19 혁명이 끝나고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게 안타까
워요.’ 라든지 ‘경제 성장은 대통령이 20% 노력했으면 독일에서 일한 광부, 간호사들, 베
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80%를 차지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18 민주항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다. 이걸 어떻게
알고 묻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 정답은
없으니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면 좋겠다 싶었다. 하여 마무리 활동으로
‘민주화 운동’인지 ‘민주 항쟁’인지 근거를 들어 자기 생각을 써보기도 했다.
‘선생님, 미국인들은 얼굴색이 뭐가 중요하다고 흑인을 그렇게 차별해요?’ 이 질문을 시
작으로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민주주의
로 대표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은 무엇이 문제일까. 어
린이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냈다. 한 어린이가 ‘흑인 폭동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
른 어린이가 ‘흑인 폭동 사건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말에 차별하는 말이 들어 있는 거
야.’라며 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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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모습

프로젝트 주제망 작성하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사례

국가 기관이 하는 역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발전 방향 찾기
근거 조사하기

덕분에 챌린지

청주의료원 의료진분들에게 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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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의료진분들에게 편지 쓰기

청주의료원 의료진분들에게 편지 쓰기

가사일 실천하기

신체활동 실천하기

신체활동 실천하기

등교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논설문 쓰기

- 309 -

등교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논설문 쓰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주제 및 줄거리 생각하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zoom 수업 장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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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사회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

※ 아랫글을 읽고 생각해봅시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던 인기 아이돌 그룹 [OTS]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바다로 불시착하게 되었고, 비행기 탑승
객들은 간신히 낯선 섬에 표류했습니다. 사람은 무서웠지만, 구조될
때까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살아갈 것
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사람들은 힘을 합쳐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매우 부족했고, 사람들은 위험해 보이는
숲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누군가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사람은 일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하지 못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도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더 줄어들자 음식을 훔쳐 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대
표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섬 건너편으로 혼자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 사람들은 섬에 표류하자 가장 먼저 무엇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2. 그리고 위 이야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 즉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결과는 무엇이었
을까요?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모둠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 결과를 정리해봅시다.
내 생각

모둠토의 결과

출처: 경기도 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교육 교과서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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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슬기로운 집콕생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

☺ 제작 계획 세우기-주제와 줄거리 생각하기
코로나 19로 인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중 하나로 주제를 정해
1. 주제

주세요.
예: 달고나 커피 만들기
예)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달고나 커
피 만들기에 도전하는 영상을 봤다. 해보고 싶어 나도 도전

2.

줄거 을 했는데 아무리 저어도 만들어지지 않아 팔이 부러지는 줄

리

알았다. 너무 힘들게 완성한 나의 달고나 커피!! 완전 뿌듯했
다.

☺ 줄거리를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봅시다.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중요한 내용 등에 따라 나누기)
<예시>
순서

장면

1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을 만진다.

2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

3

달고나 커피 만드는 영상을 보고 도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4

열심히 커피와 설탕을 섞어 숟가락으로 저었다.

5

아무리 저어도 땀나도록 저어도 완성되지 않는 달고나 커피

6

힘들게 완성해서 먹으니 너무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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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슬기로운 집콕생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

☺ 스톱 모션의 제목을 정해 봅시다.
<예시> 이래서 달고나

☺ 스톱 모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봅시다.
*스토리보드 : 영상 속 장면의 초안을 그린 것. 각 장면을 간단한 그림과 설명으
로 나타내봅시다.
장면 1

장면 2

<그림>

<그림>
⇨

<설명>

⇨

<설명>

장면 3

장면 4

<그림>

<그림>
⇨

<설명>

⇨

<설명>

장면 5

장면 6
<그림>

<그림>
⇨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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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학년 프로젝트 수업 (1학기)

1. 프로젝트 기획하기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을 경험하고 등교한 우리 반 어린이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면 되는데…….” 분명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살을 부대끼고 대면으
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점을 알고 있는 6학년이지만 오늘 하루가 좀 피곤하면 아침에 늦
게 일어나도 되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원격수업을 ‘그리워’하곤 한다. 학
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이다. 끝이 아니다. 학원 숙제를 한 시간, 두
시간 해야 한다. “선생님, 어제는 너무 잠이 와서 밤에 숙제 다 못 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
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원 숙제 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끊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어린이에게 거기 왜 다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유도 모른 채 학원으로 문제집
으로 아이들이 왜 끌려다녀야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공부 왜 할까?’라고 물었을 때 많은 어린이는 ‘잘 살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했다.
‘잘 사는 건 무엇이니?’라고 물으니 ‘돈 많이 버는 거요’라는 대답이 많았다. ‘돈 많
이 벌면 어떨 거 같은데?’라는 질문에 내가 맡은 어린이들은 집과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사뭇 아이답지 않은 답변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돌려줄 거
라는 말은 제법 구체적이라 놀랐고 철들었네 싶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 마침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은 경제를 다루고 있다. 돈과 부자로 자칫 생각될 수
있는 경제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다룬다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경제세민’의 줄임말이다. 사람
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10권 안팎이
지만 행복 순위는 100등 밖이다. 경제력은 좋은데 왜 행복 순위는 이렇게 낮을까. 이는 돈
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수업해 학생들과 나누고 싶
다.
현 사회 교육과정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1) 경제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알기 2)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알기 3)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교류 모습 알기다. 경제주체의 역할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기업가이기보다는 소비자, 노동자로 살아갈 텐데 기업의 역할과 소비자의 역할 중 극히 일
부만을 다룬 점이 좀 아쉬웠다. 요즘 기후 위기나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과 관련해 합리적
인 생각으로 소비하는 움직임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경제 성장의 문제점과도 연결 지
어 다룰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
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경제 성장의 과정은 연도별로 가르치면서 단 2차시로 경제 성
장의 피해를 단순 서술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앞으로 노동자
들의 힘은 더욱 약화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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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도 재구성하여 이야기 나눠 보고
싶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적정한 돈은 필요하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과 집값을 알고 있는 6학년 어린이
들에게 우리 주변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함께 토론하며 생각의 장을 넓혀 나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기
주 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3)
교과명

대상 학년

6학년

(인원/모둠)

( 13명 / 3, 4 모둠)

성취기준

관련 단원

• [6사06-01]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합
리적 선택 방법을 탐색한다.
• [6사06-02] 여러 경제활동의 사례를 통하여 자유

2.

우리나라의

경쟁과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 경제발전
제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사회

• [6사06-03]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 [6사06-04] 광복 이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

2-(1).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
징
2-(2). 우리나라
의 경제 성장

회가 겪은 사회 변동의 특징과 다양한 문제를 살펴
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구한다.
.관련 교과

•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
며 듣는다.
•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
국어

을 요약한다.

2. 이야기를 간
추려요
6. 내용을 추론

•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해요
작품을 감상한다.

8. 인물의 삶을

•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찾아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6도03-01]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
도덕

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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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세상

• [6미02-01] 표현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소재를 탐색할 수 있다.
• [6미01-05]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학습 기간

• 학급에서 함께하는 온작품읽기 시간에 즐겁게 참여
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작가와의 만남 시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0.06.08.~07. 24 (35일간, 40차시)

학습 공간

7. 글과 그림의
만남(금성출판
사)

창의적 체험 활
동(자율활동)

온라인, 교실

• 경제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을 이해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탐구할 수 있다.
•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을 탐색하여 약자에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며 더불어 살아가
학습 목표

는 경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하여 인물을 인터뷰하고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 내용을 추론하며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구조에 맞게 요약할 수 있으며 인물의 가
치관과 나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

탐구 질문

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그런데도 『우주 호텔』 할머니는 왜 하루에 이천 원도 안 되
는 돈을 벌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 내가 만약 나라를 만든다면 어떤 경제 정책을 가진 나라를 만들고 싶나요?

프로젝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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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평가계획
단계

평가 내용

평가 관점
주제망 그리기를 통해 탐구 질문에 적합한 주제를

주제망 그리기로
프로젝트

모둠 주제선정

계획하기

정한다.
정보 탐색 및
자료수집
자료조사 및

프로젝트

선정한다.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둠원과 함께 주제를

종합분석 정리

수행하기
결과물 제작

정보 탐색 및 자료수집 계획이 타당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조

평가 방법
교사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교사평가
교사평가

사할 수 있다.
모둠원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결과물(인물 인터뷰, 그림책

모둠 내 동료평가

제작, 단체교섭 극본 만들기, 역할극)을 제작하는

교사평가

데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이 드러나도록 인물을
인터뷰한 후 중요 내용을 간추려 그림책으로 만들
수 있다.
글의 구조를 알고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인물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자신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의 삶과 관련지어 자기 생각을 서술할 수 있다.

교사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교사평가

여러 경제활동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실행하기

특징을 설명하며 나라면 어떤 경제 정책을 보완할

교사평가

지 자기 생각을 근거를 들어 서술할 수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
지 알고, 생활 속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내가 실
천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발표

우리 모둠의 결과물을 적극적인 자세로 발표할 수
있다.

교사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4. 프로젝트 진행하기
단계

프로젝트
준비하기

중심활동내용
이 프로젝트는 『주제 통합수업, 아이들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
한 경제』, 『교실 속 마을 활동』 책을 참고하여 계획하였음을 우선 밝혀둔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제는 너무 좋은 것들로만 제시된 것 같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과 함께 이야기를 엮으면 재밌을 것 같았다. 연령대별 선생님을 섭외해 어린 시절 이
야기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 과정이 드러나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배운다

3) 배성호 선생님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 책에서 제목을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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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주제에 맞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 찾고
그림책을 만들어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전달력 있게
자료를 만드는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앞으로 자라서 대부분 기업가보다
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 경제주체에 가계, 기업의 역할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점이 아
쉽다. 노동인권교육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지도할 생각이다.
너무 좋은 온작품 책을 찾았다. 너무 돈이 필요한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의 돈 벌기
대작전이 좌충우돌로 벌어진다. 돈 버는 일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데 이야기는 멈
추지 않고 돈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갖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애쓴다. 같은 반 친구
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마다 엄마에게 받는 돈과 자기들이 온종일 발바닥이 아프게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워서 번 돈이 같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그 친구가 온종일 영어 단
어를 열심히 외워 자기들보다 백 배나 되는 돈을 버는 일이 당연한 일인지에 대해 의
문을 품는다. 똑같은 전단을 돌렸는데 초등학생은 어른이 받는 돈의 3분의 1만 받는
게 맞는지, 주인공 할머니가 온종일 마늘을 까서 받는 만 원이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생각하다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이들 사이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을, 아이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구조적인 불공평을 담고 있다. 도덕의 공정한 생활 단원과 연계
하여 공정무역, 공정한 세상, 세금 등 경제 관련 내용도 버무려 지도하고자 한다. 이
책이 더 좋았던 건 돈 버는 일이 원래 어렵다고 뻔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으며 얼마
든지 즐겁게 돈 벌 수 있다고 해피엔딩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냥 그 고민을 하며 어떻
게 나만의 대답을 찾아가는지 보여준다. 이 과정을 6학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가. 주제에 접근하기
1)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 ‘경제’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돈
- 은행, 금고, 가게, 용돈, 지갑에 돈을 넣는 이미지
- 마트, 부동산, 집, 세금,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 내가 받으면 좋고 기쁜 것
- 부자, 거지, 연예인, 영화, 교수
-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 서장훈
프로젝트

∎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획하기

∎ 돈을 벌면 어디에 쓰고 싶나요?
2) 하루 마을 활동 체험하기
∎ 경제에 대해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 오늘 하루 마을 활동을 체험해 볼 것입니다.
가) 기본 활동비 3,000냥을 받는다.
나) 경제 카드를 뽑아 나온 지시대로 마을 통장의 자기 재산을 조정한다.
다) 경제 카드를 뽑은 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라) 마을 화폐를 친구와 주고받을 수 없다.
∎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계속 사업이 실패하고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마이너스다.
- 00가 계속 지출 카드만 나와서 웃겼다.
- 00은 아파트를 잘 사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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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계속 지출 카드가 나온 친구 상황이 재밌었는데 나중엔 불쌍했다.
∎ 갑자기 큰돈은 어떻게 생기게 됐나요?
- 상속을 받거나 로또, 아파트를 샀다.
∎ 오늘 하루 마을 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TIP> 『교실 속 마을 활동』 책의 자유마을, 평등마을, 공정마을을 각 1주씩 3주 동
안 체험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루 마을 체험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교실 속 마을 활동 블
로그( https://blog.naver.com/ma_uri)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출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많다. 수입은 사업 성공이나 저축이자
등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부동산, 토지매매, 로또
등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도 넣어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3) 주제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기
가) 교과서에서 찾기
나) 생각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 떠올리기
다)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마인드맵 함께 작성하기
4) 모둠별 마인드맵 발표하기
5) 학급 마인드맵 작성하기
<발표> 모둠 칠판에 마인드맵을 작성한다. 작성이 끝나면 발표자는 친구들에게 결과
물을 보여주고 발표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평가>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제와 적합한 활동을 계획, 구상한다.
<TIP> 코로나 19로 인해 책상 간격을 두어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모둠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책 읽기 전 이야기 나누기
∎ 돈과 관련한 경험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며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나요?
∎ 초등학생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 초등학생이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젝트
실행하기

나.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1, 2장 읽으며 이야기 나누기
∎ 1장이 끝날 때마다 요약 및 한 줄 평을 배움 공책에 기록하며 읽어봅시다.
l 1장. 새치기
- 박용수랑 최규도 완전 짜증이 나요!
- 박용수 바보 같아요. 왜 규도한테 자리를 뺏겨요?
∎ 나와 용수는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 나는 참지 않는다. 정의롭다.
- 용수 바보 같다. 왜 규도한테 자리를 비켜주지?
l 2장. 남의 졸병 노릇
∎‘누구는 천 원을 내는 대신 아무리 늦게 와도 밥을 빨리 먹을 수 있고, 누구는 새
치기하는 걸 도와주는 대신 천 원을 벌고, 그럼 대충 공평한 거 아닌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모둠 : 누구는 천 원을 벌고 누구는 자리를 얻고 공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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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늦게 먹어야 해서 공평하지 않다.
- ■모둠 : 다른 친구들이 보면 용수가 돈을 받고 규도는 결국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
를 주기 때문에 둘 다 친구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다.
- ♥모둠 : 공평하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용수가 뒤로 가서 밥을 늦게 먹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애
들은 손해 보는 게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도 있다. 이건 새
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그럼 처음부터 용수가 돈을 받고 뒤로 가는 거였으면 규도가 천 원을 주고 용수가
자리를 맡아주는 건 괜찮은가요?
- 그래도 아닌 것 같다. 모두가 급식 줄을 서서 밥을 받기로 했으니 질서를 지켜야
한다.
- 괜찮다. 돈을 받고 뒤로 가는 거니깐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규도는 줄
서서 빨리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건 줄을 서는 상황이니깐 그렇지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나쁠 수도 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다.
∎ 돈을 주고 어디까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월급 받고 일하는 건 괜찮다.
∎ 놀이공원에도 돈을 더 많이 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지만 빨리 입장할 수 있
는 프리패스티켓이 있어요. 이건 새치기일까요?
☞ ‘규도와 용수 새치기’ 사건과 달리 놀이공원은 새치기가 아니라는 견해, 혼란
스러워하는 견해가 꽤 있었음.
- 놀이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니깐 괜찮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
는데도 안 산 거니깐 괜찮은 것 같다.
- 음 그걸 살 수 없어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잖아?
-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헷갈리네. 새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새치기 같아.
-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일단 억울할 거야.
- 불공평해. 많이 기다린 사람이 억울할 거야. 평등하지 않아.
∎ 지난 프로젝트 때 공부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 프리패스 티켓을 생각해보면 어
떤가요?
-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가 중요하다.
- 줄 서서 기다리는 건 평등하고 돈 주고 산 건 평등하지 않다.
☞ 논쟁이 있는 사안이기에 수업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었음. 결론을 내리지 않음.
<발표> 배움 공책과 모둠 칠판을 활용했다. 개인 의견은 배움 공책에 모둠끼리 의논
한 사항은 모둠 칠판에 기록했다. 토론이 흥미진진해지며 개별 발표가 많아
졌다.
<TIP> ‘돈을 주고 사람을 이용하는 게 대신 줄 서는 건 괜찮지만 다른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린이의 답변이 있긴 했지만, 놀이공원 프리패스티
켓에 대한 수업 반응은 의외였다. 나는 이것을 언급해야겠다고 수업 계획으
로 세웠을 때 이런 어린이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왜 이런 반응을 보
였을지 수업이 끝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되짚어 보며 생각해보니 ① 나처럼
프리패스티켓이 없다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처음 놀이공원을 경험할 때부터
있었다. ② 놀이공원에서 이미 그렇게 팔겠다고 정한 것이니 그건 우리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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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③ 놀이공원에서 그렇게 팔겠다는 걸 소비자들은 알
고 있었지만 사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나
는 놀이공원의 프리패스티켓, 인천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대리 줄서기 사
업 등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하나 교사로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추후 공정무역과 관련해 도덕 시간에 공정과 공평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누려 했으나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먼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공정과 공평
1) 공정과 공평에 대해 생각해보기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별빛가로등

∎ 위의 시험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똑같은 시험을 보니깐 괜찮
은 거 아닌가요?
- 지능이 높은 동물과 낮은 동물이 있
고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 날 수 있
는 새, 키가 큰 코끼리 모두 다르다.
나무를 오를 수 없는 동물들이 있어
공정하지 않다.
∎ 공정한 시험이 되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물고기랑 수달은 바다에서, 펭귄은
얼음 위에서, 모두 다른 장소에서 시
험을 봐야 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패스트트
랙은 왜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건 있어야 하는 거다.
- 몸이 불편해서 힘들다. 배려해야 한다.
∎ 공평과 공정은 어떤 게 다를까요?
∎ 외국에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공원이 있어요.
∎ 장애아동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원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장애인들도 놀이기구를 타고 즐길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놀이공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다.
∎ 놀이공원에 선착순으로 줄을 서는 것은 어떤가요?
- 모두가 똑같이 기다리니깐 공평하다.
- 멀리 사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야 하고 서울 사는 사람은 조금 늦게 출발
해도 되니깐 같다고 말할 수 없다.
∎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에버○○나 ○○월드는 서울 근
처에 있어요. 부산이나 제주도에 사는 어린이들은 더 이용하기가 어렵네요.
∎ 오늘 수업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공정과 공평은 다르다.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국가가 하는 게 만약 가격별
로 모든 게 정해지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
- 공정은 장애인 주차장처럼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는데 공평은 모두 다 똑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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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세상 대부분은 공평하긴 한데 공정하지 않은 건 많다.
라.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3장 읽으며 이야기 나누기
∎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걸 선택, 행동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해요. 규도와
초원이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 규도는 돈으로 친구를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초원이는 돈으로 친구를 부
려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규도는 공부해서 엄마한테 칭찬받는 걸 최고로 생각한다.
∎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 난 돈으로 급식 줄 서는 것만 해줄 수 있다. 다른 건 안 된다.
- 돈으로 친구를 부려먹느니 그냥 늦게 먹겠다.
-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 나보다 돈과 능력이 많더라도 돈으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면 제안을 듣는 그것
조차 기분이 나쁘다.
l 3장. 돈이 필요한 이유
∎ ‘돈이 없으면 남들이 당연히 하는 것조차 못 하기 때문이다’에서 남들이 당연히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따뜻한 집, 배부른 밥, 아파서 병원 가는 것, 생리대가 그렇다.
마. 영수증으로 알아보는 경제
∎ 영수증 두 장을 선택해 경제에서의 선택, 기회비용 알아보기
∎ 영수증에서 알 수 있는 경제개념 찾아보기
- 신용카드, 현금, 가격, 품목, 부가가치세
- 생산과 소비
- 기업, 시장, 가계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 살펴보기
∎ ‘경제란?’을 주제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바. 시장이란 뭘까? 시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차고 세일, 꽃 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재래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알아봅시다.
∎ 대형상점 의무휴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우리가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재래시장을 위해 정한 대형상점 의무휴일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기 생각을 근거 있게 발표할 수 있다.
사.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4, 5장 읽으며 이야기 나누기
l 4장. 초등학생이 돈 버는 법
∎‘초등 5학년이 돈 버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사연에 답을 달아봅시다.
- 초등학생이 돈 버는 건 솔직히 힘들어. 너도 힘드니깐 글을 올렸겠지? 솔직히 말
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용돈을 아껴 모으거나 그냥 포기해. 그거 하나 때
문에 사서 고생하지 마. 나중에 커서 후회한다.
- 엄마 등 밟아주고 3,000원씩 벌어요. 저는 그래요. 안 그럼 그냥 싹싹 빌어요.
- 집안일로 부모님이랑 타협해요. 설거지 얼마, 걸레질 얼마. 그럼 몸은 조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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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돈 벌 수 있어요.
l 5장. 맥주는 역시 병 맛
∎ 최규도를 ‘뜨거운 의자’ 주인공으로 모셔봅시다. 어떤 걸 질문하고 싶나요?
Q. 너는 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해?
A. 나는 공부를 진짜 못해.
Q. 경시대회 8등이면 엄청나게 잘 한 거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
A. 내가 진짜로 못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Q. 엄마한테 반항해본 적 없어?
A. 그럼 엄마한테 혼나. 엄마가 그리고 나 때문에 생각이 많아.
Q. 너의 엄마가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기분이 어때?
A.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는지 모르겠어.
Q. 왜 우리를 다시 불러서 맥주병을 갖다줬어?
A. 음. 사실은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잠깐.
Q. 공부하는 거 즐거워?
A. 너라면 즐겁겠냐?
Q. 용수한테는 왜 돈을 주고 줄을 대신 서달라고 한 거야?
A. 내가 수학 경시대회 8등 이하로 떨어지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아서. 그리
고 자본주의 시대라 그냥 서달라고 하면 안 서줄 것 같았어. 그래서 뇌물?
Q. 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A. 음, 사람 말고 물건 같은 거는?
<발표> 너무 장난스럽게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며 미리 질문을 생각하고 예상
답변을 기록해본다면 좀 더 진지한 태도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인물에 감정 이입하여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한다.
아.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6장 읽고 이야기 나누기 1
l 6장. 인생의 무게
∎ 초원이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초원이의 가치관을 생각해봅시
다.
- 최규도가 영어 단어 1개 외울 때 200원 받는 거랑 열심히 걸어 다니며 병을 주워
서 200원을 번 것은 아무리 최규도가 착하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보다 열 배 백 배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은 당연하지 않다.
∎ 초원의 가치관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가치관을 적어봅시다.
- 최규도는 머리를 엄청나게 써서 번 것이고 초원이는 몸을 써서 번 것이기 때문에
쓰는 부위가 다른 거지 똑같은 거로 생각한다.
- 초원이의 생각에 동의한다. 진짜 재수 없을 것 같다. 만약 진짜 이렇다면 나도 공
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화날 것 같다.
자. 최고임금법, ‘살찐고양이법’ 알아보기
∎ ‘똑같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이 열 배 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제 우리 현실
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최고임금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살찐고양이법을 만든 취지는 무엇인가요? 몇 배 정도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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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하나요?
-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임금법을 만들었다.
- 10배요. 제가 죽도록 공부해서 네이버 사장이 됐는데 공부를 못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서 250만 원을 받고 네이버에서 5배인 1,250만 원을 받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을 것 같다.
∎ 최고임금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 최고임금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경제
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어느 정도는 최고로 받
을 수 있는 돈을 정해 놓으면 좋겠다.
-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용돈을 줄 때 모두 똑같이 받아야 평등하다고 하신다. 그래
야 우리는 공평하고 안 싸운다고 하시는데 어른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발표> 자기 생각을 근거를 들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차. 경제에도 심판이 필요해요, 공정한 경쟁
∎ 스포츠와 경제를 비교해봅시다.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스포츠에서 반칙이 생기면 심판이 제지하듯 경제에서 반칙이 생기면 심판처럼 경
고 카드를 주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떨 때 필요
한지 사례를 통해 찾아봅시다.
- 교복이나 라면처럼 기업이 가격을 약속하고 올린다. 담합한다.
- 신라면 블랙처럼 과장 광고를 할 때
- 남양유업처럼 대기업이 횡포를 부릴 때
∎ 볼리비아의 의료 민영화, 수도 민영화 사건을 보여주며 공공재를 독점할 경우 어
떤 일이 생기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TIP>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사례를 교사가 미리 선정해 영상자료(수준에 맞는
유튜브 영상 검색), 뉴스 자료(수준에 맞게 적당히 가공함)를 클래스팅에 올려
모둠별로 함께 보고 개인 배움 공책에 기록하였다.
카. 윤리적 소비와 로컬푸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는 기업에 우리도 경고 카드를 날려줄
수 있어요.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88쪽을 보며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정무역 초콜릿, 대나무 빨대, 스타벅스 종이 빨대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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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공정무역 초콜릿이 있으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
지 않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판매처를 직접 검색하여 보여주었다.
6학년 교육과정 예산을 통해 1인당 한 개씩 구매하여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타.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6장 읽고 이야기 나누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 기쁨 천사 사장님은 세 친구가 초등학생인 걸 이미 알고 있었네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너무 어이없다. 공부 잘해서 돈 버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돈을 사기 쳐서 조
금 줬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나쁘다.
-

진짜 나라도 눈물이 날 것 같다.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아이들이 축구공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전단 돌리면 안 되는 거지?

∎ 여러분도 나중에 법적 나이가 돼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기쁨 천사 사장
님 같은 사람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살펴
보고 일을 시작해야 해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같이 작성해봅시다.
∎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서 쓰기
<TIP> 표준근로계약서에 항목이 나와 자연스럽게 사회보장제도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었다.
파. 노동자의 권리 알아보기
∎다음 직업을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다로 분류해 봅시다.
∎분류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 돈 많이 벌고 누구나 한 번은 되고 싶은 직업은 노동자가 아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 소방관, 의사, 경찰,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 의사가 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 의사,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고 중요한 직업이다.
- 택배 배달도 엄청 중요한데? 요즘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
- 공휴일에 쉬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이다.
- 자영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 전부 다 노동자이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 학생도 공부하니깐 노동자 아닌가요?
∎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의미가 다른가요?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잘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림책 <양들은
지금 파업 중>을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 여기에 나오는 양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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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 양들은 어떤 불만을 품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털을 깎지 않는데 자기들만 털을 깎는다고 불만이었어요.
∎이렇게 양들이 모이는 것은 단결권을 뜻해요. 그다음 양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우리는 채소만 먹는다고 농장 식구들한테 복지를 요구했어요.
∎ 이렇게 자신들의 불만을 사용자에게 얘기하는 권리는 단체교섭권이에요. 그랬더니
농장 식구들이 들어줬나요?
- 아니요, 들어주지 않자 양들이 파업했어요.
∎ 이건 단체행동권을 뜻해요. 이 3가지 권리가 바로 노동3권, 노동기본권이에요. 얼
핏 보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니깐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기본권
이라고 한 걸까요?
- 인간의 기본권처럼 꼭 보장해줘야 하니깐 노동기본권이라고 한 것 같다.
∎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다른 회사를 찾아 떠날 수 있다.
-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지 않으면 결국 회사가 손해예요.
- 그럼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 다음 4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을 정해 단체교섭하는 장면을 극본으로 만들어 봅시
다.
- 이마트 캐셔 : https://www.youtube.com/watch?v=huEkaHQaY1c
- 지하주차장 안내 요원 : https://www.youtube.com/watch?v=_XR64qNDK2Q
- 택배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UO4ymgO9YHM
- 이주 노동자 : https://www.youtube.com/watch?v=t8rq8r4eVvk
<TIP> 직업 카드를 분류하고 기준을 발표할 때는 몹시 흥미로웠다.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사는 판서하며 질문에 질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림책을 활용해 노동 3권을 설명하기를 추천한다. 노동교육의
선진국 프랑스답게 몹시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이다. 노동기본권을 설명할 때
는 어떻게 보면 몹시 이기적이기도 한데 왜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하는지 허를
찔러 주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었다. 4명의
노동자는 관련 영상을 클래스팅에 올려 모둠별로 함께 봤다. 노동자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 요구사항,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표로 작
성한 다음 극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었다.
하.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7장 읽고 이야기 나누며 인물지도 그리기
l 7장. 우리도 그들처럼
∎ 기쁨 천사 사장님한테 당한 초원이는 엄청 화가 났네요. 99쪽 초원의 생각에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아주 좋은 생각이다. 초원이가 화난 게 당연하다.
- 나도 참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른 복수하면 좋겠다.
∎ 초원, 용수, 규도, 상미 네 친구의 인물지도를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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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인물을 그리고 안에는 인물의 내면과 관련된 내용, 밖에는 인물에게 있어 보
이는 것들을 찾거나 근거 있는 상상을 통해 채울 수 있다.
갸.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8장 읽고 인상 깊은 문장 나누기, 암거래
l 8장.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
∎규도의 제안을 들은 초원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 반응을 써봅시다.
- 날짜, 시간, 장소를 묻고 규도의 제안을 들어준다.
∎ 초원이의 가치관이랑 다른 답변을 적었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규도가 맥주병을 갖다줬다. 규도가 착한 애라는 걸 알았으니 초원이가 규도 부탁
을 들어줄 것 같다.
- 용수 신발을 꼭 사야 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돈 버는 게 너무 힘들
어서 초원이가 지쳤을 거다.
∎ 이 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는 무엇이었나요?
-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 돈이 없어 공연을 못 보는 팬들을 위해 ‘날밴’이
쏘는 날이다. 이 말이 좋았다.
- 최규도한테 줄 설 시간을 주지 않은 최규도 엄마 잘못이다: 최규도가 불쌍하다.
엄마가 학원을 좀 덜 보내서 최규도가 이런 거 좀 직접 하면 좋겠다.
∎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인가요?
- 가족,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반려동물, 아이돌 굿즈, 애니굿즈, 내 마음, 아무리 돈
을 줘도 졸병 노릇은 안 함
∎ 날밴처럼 이렇게 돈으로 잘난 척할 수 없게 노력하는 우리나라 아이돌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콘서트 표와 관련된 영상과 활동지를 살펴봅시다. 방탄소년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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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을 할까요?
- 11만 원짜리 표가 700만 원에도 팔린다니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다. 이런 걸 단속해야
하고 걸리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이렇게 암표를 살 수 있게 하면 일찍 가도 못 얻는 사람들은 엄청 억울할 거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돈이 없으면 볼 수도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간
다.
- 공정하지 않다. 억울하게 못사는 사람이 있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이 자본주의 세상이 100년 후에는 이런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 덕분에 조금 나아
질 수 있을 것 같다.
∎ 초원이라면 암표를 구매하거나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나요?
- 이렇게 표를 구하면 표 구매하려고 눈 아프게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되니.
- 안 부끄러우세요? 하지 마세요.
나.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9장 읽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1,000원 써보기
l 9장. 아무도 모른다.
∎ 세 친구는 어떻게 돈을 썼나요?
- 불우이웃돕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었다.
∎ 나는 나중에 돈을 벌게 된다면 어떻게 돈을 쓰고 싶나요?
-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랑 여행을 떠나고 싶다.
- 세계여행, 1일 5닭을 하고 싶다.
∎ 세상에서 가장 값진 1,000원을 써봅시다. 세 친구는 힘들게 번 돈으로 할 수 있
는 만큼 기부하고 양념치킨을 사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
건가요? 이 1,000원은 그냥도 안 되고 나에게 쓰면 안 되고 최대한 고민해서 최
대한 소중하게 써 주세요. 일주일 안에 못 쓰면 다시 선생님께 주는 거예요.
- 나는 처음에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계속 안 쓰고 있었다. 그냥 애들이랑
모아서 치킨 사 먹을까 하기도 하고 예주 생일 선물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까먹
어서 예주가 좋아하는 츄파춥스만 4개 사줄까 생각도 하고 지후랑 서로 라면을 사
줄까도 생각해봤다. 진짜 몰라서 편의점 기부 통에 넣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러기
엔 나도 1,000원밖에 없어서 너무 아까웠다. 결국엔 엄마한테 선물을 사준 적이 없
는 것 같아서 양말을 사드렸다. 나에게는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다.
-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어디에 쓸지 정말로 모르겠다. 1,000원을 어디에다가 쓸
지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아니면 부모님께 내 돈도 합쳐서 뭐 사드릴까 해서 엄마
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안 사줘도 된다고 해서 정말 머리가 텅텅 빈 것 같았다.
1,000원을 어디에다가 쓸지 동생하고 생각했다. 역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다.
1,000원 쓰는 거 힘들다.
- 그냥 길 가다가 길고양이가 굶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한 고양이 사료가 1,000원
이어서 좋았다. 그래서 그걸 사서 길에다가 뿌리고 조금 이따가 보니 사라지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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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기 전엔 살까? 말까? 했는데 결국엔 사긴 했는데 경계심 때문에 안 먹을
줄 알았다. 다 먹어서 너무 좋다.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배고프면 경계심을 푸는
건가.
- 오늘 할아버지 바지 사는 데 1,000원. 할아버지가 일할 때 외출복만 입으셔서 바
지를 사드렸다. 용암동에서 1,000원짜리 바지를 고르고 샀다.
- 1,000원 받고 이걸 어떻게 쓰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서 값진 1,000원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지영이에게 생
일 선물로 줬다. 왜냐하면, 사실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많이 줘보지 못했다.
‘이 친구는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또는 ‘이 친구는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다. 생일 선물을 준 친구가 내 친구 TOP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 같다. 반응이 좋아서 생일 선물을 준 게 가장 값지
게 쓴 거라고 나는 생각된다.
- 나는 선생님께 1,000원을 받았을 때 왜 주시는지 궁금했다. 그 1,000원은 그냥 주
는 게 아니었다. 받을 땐 맘대로, 쓸 때는 함부로 못 쓰는 기분? 나는 휴대폰 케이
스에 넣고 매일 고민했다. 오늘은 양궁이 일찍 끝났길래 양궁부 애들이랑 cu를 가
려는데 아무도 돈이 없었다. 나는 선생님께 받은 1,000원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 1,000원은 나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였기에 지영이한테 가서 “나 라면 사줘. 나
도 사줄게. 나한테 쓰는 거 아니잖아. 서로 돕는 거지.”라고 하니깐 지영이도 고
민하기 시작했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
1,000원 다시 어떻게 쓰지? 고민하다가 지영이 생일 선물을 사는 데 보탰다. 지영
아 내일 생일 축하해^^
<TIP>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고민하고 최대한 신
중하게 쓰며 돈을 못 쓰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유를 글로 쓰게 했다. 내
기대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용한 어린이들이 더러 보여 조금 뿌듯했다.
12명 중에서 3명이 반납했고 9명이 사용했다.
다.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책을 광고하는 띠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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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우리 반 그림책 만들고 이야기 구조에 맞게 요약하기
∎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우리 반 그림책을 만들어 봅시다
① 3모둠이라 3장씩 배분.
② 모둠원과 상의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 4개를 고르기
③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을 무작위로 섞여 시간 안에 사건 순서대로 배열하는 놀이
활동을 진행 → 줄거리 확인할 수 있음
④ 순서대로 맞춘 그림을 보고 말로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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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이야기 구조에 맞게 줄거리를 공책에 정리해봅시다.
- 전학 온 용수에게 규도가 돈을 주며 새치기를 부탁했는데 그걸 초원이에게 들켰
다. 용수는 축구화, 초원이는 양념치킨, 상미는 치마가 사고 싶어 셋은 돈을 벌기
로 했다./ 맥주명을 모아 팔아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인 전단지를 돌려 돈을 벌기로 했는데 돈을 5,000원밖에 벌지 못
했다. 너무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초등학생이라고 5,000원만 준 것이다. 초원이는
화가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 뜯기를 하기로 해서 초원이와 상미는 아이한테 돈
을 받으려고 무섭게 행동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규도가 날아라 밴드 티켓 한 장
을 줄 서서 대신 받아주면 5,000원을 준다는 것이다. 15,000원을 벌 수 있었지만,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이기에 규도랑 약속을 어기고 날아라 밴드 공연을 봤
다. / 초원, 용수, 상미는 그래도 힘들게 모은 돈 10,520원을 기부하고 양념치킨을
사 먹었다.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를 읽고 난 소감을 정리해봅시다.
- 초원이가 정의의 사도인 걸 알고 좀 멋있었다. 용수가 축구화가 필요해 돈이 필
요하다 하니 그걸 또 도와주는 친구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병 줍기 알바, 전단
아르바이트는 사장이 개똥 쓰레기여서 비호감이었다. 돈 뜯는 건 해서도 당해서
도 안 되는 일이라 좋지는 않았다.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다는 큰 깨달음이 있었
다. ‘돈이 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 마지막에 모은
돈으로 기부하는 모습이 좋았고 양념치킨을 사 먹는 모습이 사이좋아 보였다. 책
은 정말 재미있었다.
- 이 책을 읽고 역시 초등학생은 돈 벌기 어렵고 삥 뜯다가 돈도 날리고, 고생이다.
내가 제일 재밌었던 장은 8장이고 제일 마음에도 든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인
데 8장은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다고 해서이다. 날아라 밴드나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책 읽으면
서 수업 계속하면 좋겠다.
- 이 책을 읽었을 때 맨 뒷장에 치킨 먹는 장면을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땐 축구화
사고 남은 돈으로 치킨을 먹은 줄 알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이야
기가 아니고 완전 상상하지 못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완성돼서 색다르고 재밌
고 신기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나쁜 결말인지 계속 생
각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웃으면서 끝났으니깐 해피엔딩인데 또다시 생각하면 나
쁜 결말이다. 왜냐면 축구화를 못 사서인데 다시 생각하면 아니다. 인상 깊은 장
면은 용수가 날뺀 공연을 보자고 한 것.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목표를 초원이랑 상
미의 도움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깐 포기하는 게 멋있었다.
내 목표를 꼭 이뤄야만 하는 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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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돈으로 공평하진 않다. 아이들은 자신들끼리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삥 뜯기, 병 줍기,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들을 보니 대
단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용수가 비호감이었는데 결말은 셋이서도 친해지고, 처음
엔 정말 비호감이었던 최규도랑도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다.
돈 버는 건 쉽지 않은 걸 알게 됐다. 셋이서 같이 돈 버니 우정이 더욱더 깊어진
것 같다.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혼자 모
든 걸 다 차지할 수는 없었다’이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돈이 많은 사람은 행
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이 빠듯할 수도 있으니 각자에게
불행과 행복이 각각 있다고 느꼈다.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련이 있네 – 방탄소년단 see 가사 중
마. 작가와의 만남(온라인 zoom으로 진행)
∎ 작가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 초원이 이름이 오천 원이랑 비슷한데 생각하신 거예요?
- 작가님은 ‘돈’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 이 책을 왜 쓰신 거예요?
- 캐릭터를 만들 때 모티브로 한 사람이 있나요? (초원, 용수, 상미, 규도는 꼭!)
- 규도는 공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 작가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찾으셨어요?
- 초원이가 용수를 좋아하고 용수가 초원이 좋아하고 상미가 용수 좋아하나요?
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주제로 그림책 만들기
∎ 교장 선생님(50대 중반), 성00 선생님(30대 후반), 주00 선생님(20대 중반)을 모둠별
로 인터뷰하여 각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그림책을 만들어 봅시다.
① 인물을 선정한다.
②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주제로 미리 모둠별로 상의해 질문을 만든다. (마지
막 교사에게 확인)
- 예시) 어린 시절 놀이 문화, 기억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건
③ 모둠원별로 역할을 정한다.
- 예시) 리포터, 기록이, 녹음
④ 인터뷰 후 녹음과 기록이의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별 배움 공책에 질문별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⑤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그림책을 만든다.
⑥ 보고서와 함께 그림책을 결과물로 제출한 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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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른 모둠의 보고서와 그림책을 보고 칭찬할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봅시다.
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 스스로 평가하기
-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나의 소감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정리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을 서술하고 내가 만약 나라를 만든다면 어떤 경제체제를 가
졌으면 좋겠는지 이유를 정리해봅시다.

5. 프로젝트 돌아보기
교사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다. 책을 읽고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데 어긋나는 지점이 보여도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그렇
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다. 관계와 학습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 자기 의견도 대체로 잘 내는 편이다.
너무 몰입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바 대로 끌고 가려고 했나 보다. 놀이공원 프리패스
티켓을 얘기할 때는 한 어린이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이거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아차 싶어
바로 수업을 종료하였다. 계속 그 순간을 떠올리며 성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
는 과정이 재밌었다. 같은 학교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의견을 물어 내가 했던 발문을 반성하
고 조언을 얻었다. 그래서 도덕 공정한 생활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겼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조적 불평등도 발견했다. 어린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시
험’이 바로 그렇다. 교육이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선 안 된다는 생각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을 싫어하지만 요즘은 워낙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학벌을 결정하
고 학벌이 부의 계급을 결정하게 된 지 이미 오래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는 것은 어쩌면 내
탓도 부모 탓도 아닐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자본을 선망한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그건 정당한 것일까. 너무 거창하기도 하다. 그냥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과 맞닥뜨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
민이 됐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 취직한다면 적은 월급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 규도는 엄마에게 단어 하나에 저만큼의 용돈을 받아도 된다’
고 말했다. 어린이들 잘못이 아니다. 그런 사회를 만든 어른들의 잘못인데 어느 지점을 건드려줘야
할지 고민이 됐다.
직업 카드를 노동자다, 노동자 아니다로 분류해 보라고 하니 몇몇 친구가 모두 노동자라고 했다. 일
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직업이 있냐고 물었다. 저 말이 꼭 정답 같았다. 한 어린
이가 중요한 직업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응?’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
도 했다. ‘택배 기사 엄청 중요한 일인데’라며 부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
지 않은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반론을 대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일하는 사람이 모두 노동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
지였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노동자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도 안 쉬는데요?’ 그렇다. 교사, 경
찰관과 같은 공무원은 5월 1일에 쉬지 않고 우진이 어머님 같은 자영업자도 쉬지 않는다. 노동절에
쉬고 안 쉬고가 노동자의 기준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직업은 노동자로 어떤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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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니라고 나누는 경계선,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뉘는 소득 격차 등 어른들이 만
든 사회구조가 어린이들에게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냈을 테다.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내용을 가르쳤다 하여 의식화 교육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이텔스바흐협약에 따라 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으로 최대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내심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기 위해 진형
민 작가와 이메일로 소통하며 받은 편지와 어린이들의 소감을 첨부하며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하
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 면담으로 동화책을 만들면서 교과서보다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배웠다. 우리나라가 무역하면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단원을 시작할 때 배우고 싶
은 것에 적은 걸 다 못 배운 것과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 관련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
* 나는 돈을 똑같이 정해서 국민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누
구는 부자 집안, 누구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 모두에게 공평함을 주고 싶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고 싶다. 부동산이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기도
한다. 나이키가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미지 변신한 것도 알았다.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먹어봐서 좋았다. 배운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남
양유업에 대해서도 다시 찾아봐야겠다.
* 노동자들이 일한 것보다 월급을 조금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들이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 쉬는 날이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 세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한데 이걸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 프로젝트 이름이 더불어 사는 경제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더불어’가 아닌
‘개인’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만 너무 잘 되고 중소기업에는 광고도 많이 내주
지 않고 중소기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나라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 텐데 아쉽다. 이렇게
내가 사회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화
가 났다. 같은 시간, 같은 양을 했는데 초등학생이라고 돈을 적게 주는 것은 너무 했다. 나였다면
주먹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전보다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나도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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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모습

이번 주제에서 알고 싶은 내용정리

돈 하면 떠오르는 생각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직업 판서

교장 선생님 인터뷰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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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장면: 부모님 직업이 대부분 농부. 한 집에

스토리보드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함.

그림책 장면: IMF 사건, 금 모으기 운동

그림책 장면: 삼성반도체 수출 1위 달성

그림책 장면: 옛날에는 집 전화로 약속을 잡음

그림책 장면: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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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장면: 신종플루로 경제 타격

그림책 장면: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 위기

그림책 장면: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

그림책 장면: 토지로 부자가 된 오렌지족

그림책 장면: 베트남 전쟁으로 외화를 벌고

그림책 장면: 철로 세계 수출

포항제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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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고서

경제보고서

경제보고서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 338 -

7. 부록
주제통합(사회)

시장이 궁금해요.4)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 다음 우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에, 생쥐 마을이 있었어요. 생쥐 마을에는 집에서 만든 치즈를 파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
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생쥐 마을에서 치즈를 팔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대량으로 치즈를
만들어 생쥐들보다 더 싼 가격에 치즈를 팔았어요. 생쥐들은 신이 나서 고양이 가게에서 치즈를 사기 시
작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다른 고양이들이 앞다투어 생쥐 마을로 들어와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생쥐들은 더 싼 가격에 치즈를 살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치즈를 팔던 생쥐들은 이제는
치즈를 만들어 팔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생쥐 가게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쥐들이 파는 가게는 사
라져 갔어요. 생쥐 가게가 없어지자, 고양이 가게만 치즈 시장에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고양이들은 치즈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격 경쟁을 할 다른 생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격
을 올릴 수 있었어요. 생쥐들은 그제야 생쥐 가게를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울며 겨자 먹
기로 비싼 고양이 치즈를 계속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1. 내가 생쥐 가게 주인이었다면 고양이 가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2. 우리 사회에서 우화와 비슷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시오.

4) 주제통합수업(2014) 도서에 실려 있는 활동지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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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국어)

초등학생이 돈 버는 방법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초등학생이 돈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5학년 남자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 버는 법 좀 가르쳐주실
분? “부모님께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엄마는 “너 먹여 살리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 살 때는 돈을 펑펑 씁니다. 그래서 저도 제힘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
이 왜 필요한지는 묻지 마시고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요) 그냥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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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사회)

대형상점 규제안, 어떻게 생각하나요?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맞벌이하는 신지영 씨(40) 부부는 둘째, 넷째 일요일엔 장을 보기 어렵다. 집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대형상점이 의무휴업 규제로 문을 닫는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에 가기도 쉽지 않다.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데다 주차도 불편하다. 선택은 둘 중 하나. 장을 보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신 씨는 ‘온
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쓰레기가 많이 생겨 환경오염도 걱정되고 어르신들의 경우는 온
라인 주문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2010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청
원이 많았다. 2010년 11월은 전통시장 500m 내 SSM 설립이 제한됐고 2011년 6월에는 1km로 확대
됐다. 대형상점도 영업시간 규제(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와 의무휴업 규제(월 2회 의무휴업)가 시
작됐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경제는 쪼그라들어 위기
를 맞은 마트업계가 폐점 및 구조조정(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정리하거나 인원
을 줄이는 것(실직))에 나서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마트업계의 입장이다.

1. 대형상점 의무휴업 규제는 무엇인가요?
2. 전통시장 상인들은 왜 힘들까요?
3. 마트업계는 왜 힘들까요?
4. 맞벌이하는 신지영 씨는 왜 전통시장에 가지 않을까요?

5. 대형상점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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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사회)

경제에서도 공정함이 필요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횡포
요즘 시내를 보면 빵집, 음식점 할 것 없이 가맹점이 대부분입니다. 가맹 본사의 등쌀에 못 견디겠
다는 항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아파트, 상가 1층을 가맹점이 점령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가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에 속을 끓이는 점주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인 것이 매장 리모델링이나 확장을 강요하고,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죠. 4, 5년 만에 2, 3억
을 부담해 가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깐 굉장히 부담스럽죠. ”
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업종 점포가 들어서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쟁업체가 나란히 있거나 매주 보고 있게끔 일부러 영업 전략을 짜니까,
타격을 입죠. 서로가 타격을 입는데…….”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자동차 정비소
등 최근 급성장한 업종에 대해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OBS 신지영입니다.

1. 내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라면 무엇을 지적하고 싶나요?

2. 내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라면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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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사회)

경제에서도 공정함이 필요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 방탄소년단, 11만 원짜리 콘서트 표가 700만 원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표가 수 십 배의 웃돈
을 붙여 판매되고 있다. 정가 11만 원에 불과한 표가 무려 63배인 700만
원에 거래 중인 것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암표의 심각성을 여러 번 말했지만, 정부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의 이번 공연의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단독 판매하며 그 외의 경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 다른 경로를 통한 티켓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라며 “비정상적이거나 부정한 방법
(매크로 사용 등)을 이용하거나 암표 매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적발 시 해당 티켓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티켓을 갖고 있어도 예매자 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인터파크 ID로 티켓
을 구매한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해도 예매자 명의와 실 관람자 명의가 다르므로 입장이 불
가하다”라며 가족 간 양도 및 직계가족 구매도 불가하도록 했다.
1. 위 기사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서술해보시오.

2. 초원이라면 암표를 구매하거나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지 초원이
가 되어 상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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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국어)

사건이 많아 복잡하고 긴 이야기 글을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6학년 (

)

1.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를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요약해 봅시다.
①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야기는 보통 여러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단·전개·절정·결말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됩니다.

발단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는 시작
부분

전개

절정

발단 때문에

사건 속의 갈등이

사건이

커지면서 긴장이

본격적으로

가장 높아지는

발생하는 부분

부분

친구들을

가방 안에 있던

의심하면서 여러

준비물이 없어짐.

가지 사건이

가장 의심되는
친구와 말다툼을
함.

발생함.

결말
갈등이나 긴장이
해결되는 부분.
이야기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끝부분
준비물을 집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됨.
친구에게 사과함.

② 공책을 참고해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를 각 장별로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구조에 맞게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를 공책에 요약해 봅시다.
1장. 새치기

2장. 남의 졸병
노릇
3장. 돈이 필요한
이유
4장. 초등학생이
돈 버는 법
5장. 맥주는 역시
병 맛

6장. 인생의 무게

7장. 우리도
그들처럼
8장. 돈이 잘난
척할 수 없는 날
9장.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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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사회)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테냐!
소비자 보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6학년 1반(

)

※ 우리 가족이 구매한 물건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생산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1. 전자제품 사용설명서를 보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쓰시오.
(예: 냉장고 설치 시 주의점, 선풍기 사용 시 주의점 등)
물건 이름

주의할 점

2.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찾아 쓰시오.
물건 이름

식품 포장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골라 쓰시오.

3.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장소 상표,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찾아 쓰시오.
물건 종류

물건 이름

상표

가격

4.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소비자의 피해를 덜어주는) 단체나 TV 프로그램을 쓰시오.
단체 이름
TV 프로그램
5.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의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찾아 쓰시오.
물건 이름

유통기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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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국어)

마음을 쓰다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6학년 1반(

)

※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 속 인물을 골라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나게 인물의 일기를 써보세
요.

인물 이름:
인물의 가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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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도덕)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경제

6학년 1반(

)

※ [초콜릿 공정무역]을 보고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으며 생각해봅시다.
♥ ①영상 속 상황이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근거를 들어 판단해봅
시다. ②자신의 언어로 공정무역을 설명해봅시다. ③공정한 세상을 만들
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래 사진 중 한 장면을 골라 동그라미하고 ①그 사람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
울여야 세상이 공정해질지 ②서술해봅시다.

♥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할 것인지 선언해 봅시다.
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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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3.
4.
5.
6.

근 무 장 소 :
업무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요일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년

월

(전화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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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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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제통합(경제)

노동자의 권리5)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6학년 1반(

)

♣ 다음 직업 카드를 보고 분류해 보세요.
트럭 운전사

택배 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변호사
아파트 경비원

초등교사

집배원
마트 캐셔
기자

농부
의사

학습지 교사
소방관

미용실 사장님

치킨 배달원

노동자다

경찰관
회사원

영화배우

군인

노동자가 아니다

1. 분류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2. ‘노동자’를 정의해 보세요.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
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 3권은 국민의 생존 확보를 위한 기본권이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노동자의 특유한 권리이
므로 노동기본권이라 한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1. 노동 3권을 노동기본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의 삶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 보세요.
-15)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2020년 노동교육 자료모음 초등노동교육 첫걸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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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경제)

노동자의 권리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6학년 1반(

)

♣ 다음 사진을 보고 이야기 나눠 보세요.

1. 사진 속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2. 사진 속의 한 인물이 되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업과 단체교섭하는 내용의 극
본을 작성해봅시다.
우리가 맡은
노동자
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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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통합(경제)

노동자의 권리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6학년 1반(

)

3. 사진 속의 한 인물이 되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업과 단체교섭하는 내용의 극
본을 작성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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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일상으로 내몰렸지만, 어느새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다. 뜻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수업은 특정 교사의 활동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의 일
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교육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사회의
영향을 받지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던져졌고, 지식 습득을 가능케 하는 학습 대체재가 많아지면서 학
교의 교육에 관한 독점적 기능은 약화하였다. 그런데도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의미와 깊이를 담보하는 학습은 여전히 학교가 가지는 핵심 기능일 수밖에 없다.6)
이에 프로젝트 수업에 더욱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최근 ‘교사의 가르침을 수
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 단
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인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 인재로 키
워내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이다.
물론 그것을 구현해 내는 방식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고려하여 수업 형태를 구안해야 한
다. 원격수업 안에서도 콘텐츠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과제형 수업 등으로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수업 형태를 찾아내야 하며 등교수업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
한 대면 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프로젝트 수업은 등교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미래사
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적 측면과 아울러 학생들의 삶과 인류의 가
치를 주제로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학습자로서 학생들의 성장뿐만 아
니라 한 인간으로서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
각한다.7)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출판물과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수업
의 본질을 알고 교육 철학을 담아내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출판물의 경우, 프
로젝트 수업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에 집중하는지, 프로젝트 수업의 좋은 점,
프로젝트 수업 단계 등을 실어 프로젝트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수업 기반 다지기
작업으로 수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빈틈없는 실행을 위한 수업 계획을 안내하였다. 그 다
음으로 프로젝트 실행 부분에서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을 실어 놓았고, 수업 실천 사례
를 학년별,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현장 교사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책을 구
성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사례들은 모범 답안이 아님을 강조하여 현장교사들에게 학습자의 특
성이나 학교나 마을의 상황, 교사들이 철학에 따라 변형과 응용을 당부한 글귀가 눈에 띄었다.
6) 2020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토론문 재구성
7) 기애경 외, 전 학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디자인하다, 맘에 드림, 2019, 20~21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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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범(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우는 프로젝트 학습 및 수업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교
육적 특징 및 효과, 가치,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다각도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한
다(김대현, 1998; 박민정, 2007; 유승희, 2014; 윤진 외, 2009; 장선영, 2014; 정미향, 2015; 조은
순, 2000; 김경희, 2001; 홍후조, 2002; 김영지, 2003; 김혜원, 2008; 김영수, 2009; 노희찬, 2011,
송경아, 2017; 김현졍, 2018; 나현남, 2018).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시사점
을 볼 수 있다. 첫째, 프로젝트 학습에 관한 이론과 현장 기반 사례 연구가 병행되면서 프로젝
트 학습이 다양한 효과와 의미를 창출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와 의미가 현장에
확산하고 보급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증가했다.
이들이 현장에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며 교사의 수업과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에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교과에서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 등 학교 안 활동
과 학생들의 삶이 학교 밖까지도 확대되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 수업사례의 주요 활동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
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장 교사들이 하는 활동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점이 없었고, 일부
출판물에는 단순히 주제통합으로만 활동을 전개하는 수업이 간혹 보여서 프로젝트 수업의 본
질을 알고 교육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프로
젝트 수업을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도전이라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경향이 보였
다. 이는 다른 교과 교사와 융합하는 것이 어려운 학교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둘째, 행복씨앗학교인 오창초등학교는 1년에 프로젝트 수업을 기본적으로 4회 실시한다. 학
년 군의 교사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먼저 학년 군별로 의논하고 그다음 학년별로 학생의 특
성과 교사의 철학, 학교와 마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표를 작성한다. 그중
의미 있다고 생각한 프로젝트 2개를 기록하여 여기에 실었다. 이번 연구물에는 담임교사가 실
시한 프로젝트 수업 이외에 전담 교사가 중심이 되어 5학년 교사와 함께 과학 교과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와 영어 전담 교사가 3~6학년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의미
있다고 하겠다.
1학년은 ‘여름맞이’를 주제로 통합교과, 국어 교과와 연결하여 여름철과 관련된 다양한 경
험 이야기하기, 겪은 일을 그림 읽기로 나타내기, 여름 관련 낱말 생각해보기, 에너지 절약 실
천 방법 알아보고 포스터 그리기나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알기’를 주제로는 통합, 국어, 수학 교과와 연결했다. ‘설빔’, ‘아름다운 우리
한옥’,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오방색이 뭐예요?’의 도서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놀이, 우리 옷 한복, 우리 노래, 전통 음식, 우리나라 도자기, 우리 조상들의 집, 우리나라 전통
문양 등 우리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학습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와 우리나라 소개 자료 만들기
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2학년은 ‘알쏭달쏭 나’를 주제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교과와 연결
하여 내 몸을 살피는 활동으로 성장 흐름도 만들기, 책 만들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읽고
표어 만들어 홍보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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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은 ‘민주시민 되기’를 주제로 국어, 사회, 미술, 도덕, 음악, 수학, 창의적 체험 활동으
로 연결하여 온작품읽기 책 ‘기호 3번 안석뽕’을 중심으로 책 내용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인
물 사이의 갈등 토의·토론하기, 규제 관련 법 조사하기, 학교와 우리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
하기, 학급자치 회장·부회장 선거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수채화로 꾸
미기, 노래 만들기, 동영상 제작, 글쓰기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동식물과 친해지기’는 국어, 과학, 미술, 도덕, 음악,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동식물 관련 지
식 책 읽기, 제안하는 글쓰기를 한 후 게시판 홍보하기, 자세히 관찰하여 그리기, 강낭콩 관찰
하기, 요리하거나 심기, 권혁도 작가와의 만남 진행, 리본으로 표현 활동하기, 친해지기 활동
실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5학년은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요’를 주제로 과학 교과가 중심이 되어 국어, 미술, 음악과
연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의 책으
로 함께 읽기를 시작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고, 환경 관련 용어를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기후 변화 막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 제작, 홍보문 만들기, 재활용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 캠페인 진행, 친환경 도시 설계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프로
젝트를 마무리하였다.
6학년은 ‘코로나, 민주주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사회, 국어, 도덕, 미술, 체육 교과와 연
결하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가 기관의 역할 알아보기,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분들에 감사
하는 마음 전하는 편지쓰기,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국회의원에게 논설문 쓰
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라는 주제로 사회, 국어, 도덕, 미술, 자율활동과 연결하여 ‘우
리는 돈 벌러 갑니다.’의 온작품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해 볼 질문을 통해 경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여 생각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노동자의 권리, 윤리적 소비와 로컬푸드,
공정한 경쟁 등 경제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함께 나누었다. 활동하기로 직접 1,000원의 가치
를 느끼기와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작가를 ZOOM으로 만났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
을 주제로 학교 선생님을 인터뷰해 그림책으로 만드는 수업을 했다.
영어 교과는 ‘세상에 단 하나 영어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5학년의 영어의 주제에 맞는 영
어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해리 포터’,‘찰
리와 초콜릿 공장’,‘마지막 잎새’,‘플란다스의 개’의 책과 영상에 나오는 단어와 영어 표
현을 이용하여 그림책을 제작하고 그것을 미리캔버스와 클로버 더빙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
작하는 것까지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코로나 19라는 상황에서 기존의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했던 프로젝트 실천은 계획의 수
정과 구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교사의 교육철학을 어떻게 담아내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교육목적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현해
내고 실천하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학년별 특성에 따라 주제와 구현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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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되기 전까지 전화 통화와 SNS 상담을 자주 하여 학생
과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다. 이는 등교수업이 되었을 때 수월하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4학년의 경우에는 주제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바꾸지 않았지만, 수업 구현
기술은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ZOOM과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다름
없는 수업으로 구현해 내었다. 오히려 검색을 통한 자료조사와 수집, 발표 자료 만들기와 모둠
토의토론은 거리 두기로 인해 등교수업 때 하지 못한 것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6학
년은 프로젝트 수업 주제를 현재 이슈에 학생들의 고민과 방향을 담아 교육과정과 연계한
‘코로나, 민주주의 만나다.’로 정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주제이고, 교사들이 현재의 사회
현상과 학생들의 삶을 얼마든지 교육과정에 재구성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수업 구현에 있었어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거꾸로 수업 방식을 이용하였고,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ZOOM 기능을 활용하였다. 구글 설문과 멘티 미터 프로그램을 이용
해 수업 결과를 수합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였다.
연구진들은 수업 설계 후 수업 실천을 통해 첫째, 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성장하였다. 둘째, 아이들과 함께한 수업을 통해 앎과 삶은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그 순간이 길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었다. 셋째, 외부 기관과 외부 강
사에 대한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수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넷째, 영어 교과와 과학 교과의 교과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하고, 그 교과만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실행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생각한다.
교육 과정상의 성취기준과 핵심역량을 학습 목표로 한다. 교사의 역량에 따라 주변 생활의 다
양한 문제와 가치를 주제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업이다. 교사와 학생의 인생 가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더 큰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프로젝트 설계부터 실행 및 되돌아보기까지의 전 과정은 동료 교사와의 협업으로 인해 풍성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료 교사와 함께 프로젝트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
석하고 어린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데 요구되는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
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관점과 아이에 대한 관
점에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년 학급의 어린이, 수업에 관심을 두
게 한다. ‘나의 수업, 나의 아이’의 관점을 ‘우리 수업, 우리들의 아이’의 관점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키우듯, 학생 하나하나에 관한 관심을 담임교사 혼자만의
몫이 아닌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관심을 두고 키우는 학교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완성해 나가는 형태이다. 수업 계획 의도는 교사의 철학이 담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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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은 학생이 주도한다. 물론 교사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성원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와
전수자로서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
에게도 교사에게도 둘 다 큰 도전이고 새로운 도전이다. 학생, 교사 둘 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
행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수업을 통해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새로
운 도전 속에서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과 함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수업이다.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 중심의 추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며 학생들이 실감
할 수 있는 현실에 가까운 주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삶과 관련된 여러 주제 중 학생이 흥
미를 느끼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수업은 현실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것은
학생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게 한다. 자신의 삶과 연결된 수업에 임할 때, 학생들은 자신이 하
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한층 더 깊이 탐구하게 된다.
다섯째, 학생 중심의 능동적 수업이다.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 및 수업 형
태에서도 학생의 자기 주도적 탐구 수행과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을 끌어내고 또 유지할 수 있다.
탐구학습, 협동 학습, 토론학습, 발표학습,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한 수업이기도 하다.
여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해
야 한다. 즉 스스로 탐구 질문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자
기 생각을 입증하거나 재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의 주도적인 사고와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게 된다.8)
일곱째,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접근법이다.
교과서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 단위의 분절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융합과 통합을 통한 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미 경험하
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서도 창의적 사고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
을 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취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이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
의 접근법 중 하나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실천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학습자 개개인의 상
8) 기애경외, 전 학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디자인하다, 맘에 드림, 2019, 21~24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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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학습력의 차이, 지역의 차이는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교사의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화는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주제를 선택하고, 학습을 결정해 실행에 옮기는 과
정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
는 요구하는 교육 활동 및 교육내용이 너무 많고 각 교실에서 활용하는 지도서나 교과서도 프
로젝트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운영의 자율권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둘째, 교사 자신의 특성과 전문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권하고 일단 무조건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셋째,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시중 책들은 프로젝트 사례를
또는 이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출판되어 있다. 그런데 탐구 질문이 중요한 프로젝트 수업
에서 탐구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탐구 질문을 순서대로 학습할지에 대해서는 출판물이
없어서 시작하는 교사들에게는 어렵다. 그렇기에 단위학교에서 수업사례 나눔이나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현장 교사와 교수
및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설계에 관련한 학술지, 논문, 출판물 제작 등 가치 있는 프
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일체화되는 프로젝트를 수업해야 한다. 프로젝트 내용의 확
산성으로 인해 학년 간 위계가 중첩되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프
로젝트 프로그램 수준을 학년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학년 간의 위계 세우지 못했거나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력 부족에서 나온다.
각 학년에서 주제의 겹침이나 내용의 중복을 피하여 학년별로 위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나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이 주제 및
탐구 질문이 있고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탐구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단편적
이고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이나 학생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방관자적 수업 또한 지양
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므로 학교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평소에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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