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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외 참가 희망 교사, 포천 초·중등 혁신학교 네트워크, 포천 초·중등 

혁신교육실천연구회 회원, 포천 중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및 지도교사, 한

사랑 교육공동체 및 희망 학부모

 세부일정 : 

시간 내 용 비고

09:00 ~ 09:15 수업 참관 등록 및 안내 
참관자 등록ㆍ안내

및 휴식 장소
- 2층 회의실

(수시 등록 가능) 
09:15 ~ 12:45

1교시 (9:15~10:00)
교실 개방

(학부모 공개수업 포함)
장소 : 각 교실 및 특별실

2교시 (10:10~10:55)
3교시 (11:05~11:50)
4교시 (12:00~12:45)

13:30 ~ 14:00
혁신학교 종합평가 콘퍼런스 &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공개보고회 등록
1층 ⓔ-글샘교실

14:00 ~ 15:00

콘
퍼
런
스
 

1부
 <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이다 >

혁신학교 운영 보고 및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보고 및 분임 토론 안내)

1층 ⓔ-글샘교실

15:00 ~ 16:00 2부

분
임
토
론 

구분 토론주제 장소

1분임

(학생자치) 
- 학급에서 시작되어 학교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학생 자치 문화 정착 방안은?
- 자율과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학생자치

3-1

2분임 (생활교육) 자율과 책임이 공존할  수 있
는 생활교육 실천 방안은?

3-2

3분임
(교육공동체) 학교 밖 교육공동체와 학교 
비전ㆍ교육과정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
는 방안은? 

3-3

4분임 (교육과정)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3-4

5분임 (전문적학습공동체) 우리는 학습공동체
를 통해 진정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3-5

16:00 ~ 16:40 3부 분임별 토의 결과 공유 1층 ⓔ-글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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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타공인(自他共人) 송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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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소개  
   

   

    교 훈
        

슬기롭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자      

교 표 교 목   교 화

 지혜와 인격, 학문정진 

 사랑과 나눔, 세계화 지향

소 나 무 장 미

절개∙의지∙굳셈 아름다움 ∙ 열정

  
                

          교 가    
                           

태봉산 밝은 정기 솔모루 기슭 

진리와 학문 찾아 우리 모였네  

지혜의 새 샘터 배움의 터전  

미래를 향해가는 힘찬 발걸음

슬기롭게 앞서갈 송우중학교

열정으로 자라갈 송우중학교

태봉산 넓은 기상 가슴에 품고

햇살처럼 밝은 빛 온누리 펼쳐

겨레의 등불되어 환히 비춰갈

후세에 길이 빛날 인재의 요람 

슬기롭게 앞서갈 송우중학교

열정으로 자라갈 송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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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우 교육 비전과 철학  

송우 교육 약속

 단 한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주체가 수업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혁신교육의 공동체를 만

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

습니다.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교사가 열정을 갖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직문화를 활성화하겠

습니다.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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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 교육비전과 학교장 경영관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배움터

교 육 비 전

              
◈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밑그림을 디자인  
   하는 꿈을 키워주는 교육 추구
◈ 창의적 변화를 통한 ‘신뢰받는 학교’, ‘감동을  
   주는 학교’ 실현
◈ 따뜻한 카리스마로 모두의 역량을 이끌어 내  
   는 함께하는 학교 경영

긍정과
존중
으로

즐
거
운

배
움
터

학교 경영 비전

  ◈ 학생자치 활성화로 민주적 가치관 확립,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즐거운 학교생활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 함양

  ◈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업 혁신

  ◈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연수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 

  ◈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의 균형을 추구하는 신체 활동 강화

  ◈ 자기 긍정, 타인 존중의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

중 점 과 제

배우는 기쁨, 가르치는 즐거움

교육철학

   ◈관심과 격려로 자라는 학생

   ◈열정과 솔선수범으로 학생을 성장

     시키는 교사

   ◈민주적 참여, 소통을 통해 모두가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학교

   ◈학교 교육에 동참하는 파트너십을 

     가진 학부모

교 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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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운영 목적과 전략

1. 혁신학교 운영 목적과 추진 전략

 
운영 목적

1) 학생 중심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 교사의 자존감을 높여 모든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학교 분위기 조성

2)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수업을 연구‧고민할 수 있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3) 교직원협의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민주적 학교 운영
4) 학생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학생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능력 함양
5)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구축
6)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 전략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배움 공동체 교사연수 강화
-학년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개방과 성찰 

창의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학생중심의 수업
-성장 참조형 평가체제의 확립
-진로교육 강화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교 기본철학과 비전 공유
-자발성 발현시키는 변혁적 리더십
-학년부 중심의 스몰 스쿨 운영
-학부모와 교육 파트너십 공유

송우중학교 
배움 공동체

 윤리적 생활공동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배우는  
 학생 자치 문화 형성
-존중과 배려에 바탕 한 학교 문화 조성
-다양한 자율 동아리 활동

<행정업무 경감>
 * 학년 협업적 교무실 배치
 * 학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및 간소화 
 *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 분장 최소화
 * 효율적인 학사운영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 인근(포천, 의정부)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 포천지역 배움공동체 연구회 참여
 * 포천지역 공공 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
 * 포천지역 교육연구회 참여(도덕, 사회, 음악, 회복적 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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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학교 성장 이야기  

민주적 학교운영 체계 윤리적 생활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2016

⚫ 혁신 학교 비전 공유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방

안 모색 및 변화 시도
⚫ 학생 주도성 강화 방안 

모색

⚫ 학생자치부 분리 신설
   학생자치 기틀 잡기
⚫ 학생 주도 자치 행사 및 

활동 확대

⚫ 배움의 공동체 수업 정착
⚫ 학년, 학급 중심 교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과정ㆍ평가 다양화 방

안 모색
⚫ 자유학기 내실화

  

2017

⚫ 안건 중심의 민주적 회의 
문화 조성

⚫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혁신적 리더십ㆍ학교문화 
안착

⚫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체육)

⚫ 학생 자치 기반 및 활동 
방향 구축, 내실화

⚫ 자율적 규범 세우기 및 
배려ㆍ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학생 자치
회의 노력과 행사

⚫ 민주적 선거 절차 확립
⚫ 학급 자치 활성화 시도

⚫ 교육과정 탄력적 편성ㆍ운
영(3월 창체 집중, 학기말 
꿈끼 주간 운영 등)

⚫ 공감ㆍ배려ㆍ성장 중심 
   체육 교육-평가 과정
⚫ 수행평가 비중 및 논술형 

평가 확대

  

2018

⚫ 민주적 회의 문화 정착, 
공동체 협의회 활성화

⚫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활
동 주체로서 참여 확대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기
회 확대 및 지역사회 협
력 시스템 구축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횟
수 및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안전지킴이, 스포츠자치
부 등 학생 주도 생활공
동체 문화 형성

⚫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에 교육공동체 의

견 반영 조정)
⚫ 학생의 삶과 밀착된 교육

과정 재구성 및 융합프로젝
트 확대

⚫ 성장중심평가 확대

  

2019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을 위한 TF팀 운영 - 공
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변화 모색

⚫ 교육공동체 역할 강화 - 
교육과정 내 학부모회, 
학생자치 활동 강화

⚫ 삼권분립 자치학교 기반 
조성 (자치의회, 자치법
정 구성)

⚫ 자치의회, 자치법정을 통
한 현안 해결책 모색

⚫ 학교생활 현안과 교과 
교육과정 연계 시도

⚫ 교육과정 중심 공동체운영
⚫ 프로젝트 수업 확대
⚫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모색
⚫ 창체-교과교육과정 연계
  앎을 실천하는 배움중심수업 
⚫ 선택교육과정 확대
⚫ 성장중심평가 내실화



Ⅱ. 수업 개방 및 콘퍼런스 안내

1. 운영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6

   2. 수업 개방 안내   7

- 6 -

 1   운영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1.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2019. 10. 16. (수) 9:00 ~ 16:40 송우중 ⓔ-글샘교실 및 각 교실

  2. 대상 : 관내외 참가 희망 교사, 포천 초·중등 혁신학교 네트워크

포천 초·중등 혁신교육실천연구회 회원

포천 중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및 지도교사

한사랑 교육공동체 및 희망 학부모

  3. 내용 : 수업 개방 및 콘퍼런스 (혁신학교 종합평가 및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공개 보고)

  4. 운영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담  당  

9:15~12:45 오전 교실 개방 (1교시~4교시) 각 교실 교과담당교사

12:45~13:45 점심시간

13:30~14:00 콘퍼런스 참가 등록

ⓔ-글샘교실 분임별 발제자
14:00~15:00 (60′)

혁신학교 운영 및 학생주도 교육과정 

사례 소개ㆍ 발제 안내

15:00~16:00 (60′) 분임별 주제 토론 지정 교실 분임별 참석자

16:00~16:40 (40′) 분임 토의 결과 공유 ⓔ-글샘교실 분임 발표자

  ※ 등록 및 휴게 공간 : 오전- 2층 회의실, 오후- ⓔ 글샘교실
  5. 주제 토론

  ※ 각 영역의 우수 사례 발표가 아니라 사례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구분 발제 참가자

1분임

(3-1)

(학생자치) 
학급에서 시작되어 학교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학생 
자치 문화 정착 방안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학생자치

본교 교사 및 학생 자치회 임원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단
타교 학생자치회ㆍ지도 교사

2분임

(3-2)
(생활교육) 자율과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교육 
실천 방안은?

본교 교사  및 참석 희망 학생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단

타교 참관 희망 교사

3분임

(3-3)
(교육공동체) 학교 밖 교육공동체와 학교 비전ㆍ교육
과정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방안은? 

본교 교사, 희망 학부모 10인 내외
한사랑 교육공동체 학부모 대표, 

교육지원청 혁신담당,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단

4분임

(3-4)
(교육과정)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무엇을 고민하고 무
엇을 준비해야 할까?

본교 교사
교육과정 연구학교 관련 참석자

타교 참관 희망 교사

5분임

(3-5)
(전문적학습공동체) 우리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진정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본교 교사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단

타교 참관 희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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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 개방 안내  

1학년
 

1-1 1-2 1-3 1-4 1-5 1-6 1-7

1교시
(9:15~10:00)

수학
정보

(컴퓨터실)
기가

(기술실)
진로

영어
(영어실)

수학 도덕

2교시
(10:10~10:55)

한문
음악

(음악실)
기가

(기술실)
영어

(영어실)
도덕 국어 과학

3교시
(11:05~11:50)

국어
기가

(기술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영어실)

음악
(음악실)

4교시
(12:00~12:45)

과학
기가

(기술실)
국어 도덕 수학 과학 수학

2학년

2-1 2-2 2-3 2-4 2-5 2-6 2-7

1교시
(9:15~10:00) 음악 미술

(미술실) 국어 체육
(운동장) 기가 한문 과학

2교시
(10:10~10:55) 사회 미술

(미술실)
체육

(운동장) 과학 기가 수학 국어

3교시
(11:05~11:50) 과학 한문 수학 국어 미술

(미술실) 사회 역사

4교시
(12:00~12:45) 국어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미술실) 역사 사회

3학년

3-1 3-2 3-3 3-4 3-5 3-6 3-7

1교시
(9:15~10:00) 역사 국어 영어 수학 국어 기가 사회

2교시
(10:10~10:55) 국어 영어 사회 역사 수학 기가 영어

3교시
(11:05~11:50) 도덕 영어 국어 체육

(볼링장)
체육

(5층 강당)
체육

(탁구장)
체육

(운동장)
4교시

(12:00~12:45) 진로 진로 진로 체육
(볼링장)

체육
(5층 강당)

체육
(탁구장)

체육
(운동장)

Ⅲ. 콘퍼런스 주제별 자료 

1.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 (학급자치 활성화)    8

   2.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생활교육 실천 방안    9

   3. 비전과 과정을 공유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ㆍ지역사회 참여)   10

   4.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선)   11

   5. 배움과 성장이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12



- 8 -

   주제
   1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
(학급자치 활성화)

 가   송우 교육공동체를 돌아보며 

⚫ 학생자치 활성화 및 주도성 강화 노력 

⚫ 민주적 선거 절차 확립 및 학급 자치 활성화

⚫ 안건 중심의 민주적 회의 문화,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학생자치, 자치의회, 자치법정의 삼권분립을 통한 자치학교 기반 다지기

⚫ 교육공동체 역할 강화 – 교육과정 내 학부모회, 학생자치 역할, 활동 강화

⚫ 자율적 규범 세우기 및 배려ㆍ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학생 자치회의 노력과 행사

  

 나   고민ᆞ지향점 

⚫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동체 소통을 위한 시간, 기회 부족

⚫ 학생자치회에 비해, 자치의회 및 자치법정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 학급회의 문화 및 학급자치 활동의 내실화, 학급자치운영에 대한 교육 필요

⚫ 학급에서 시작되어 학교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학생 자치 문화 정착 방안 필요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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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생활교육 실천 방안

 가   송우 교육공동체를 돌아보며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

 ⚫ 갈등해소모임을 통한 학폭회의 감소(신고 20건 학교자체해결13건)

 ⚫ 진자단(진정한 자율인 단체)의 점심시간 활동

 ⚫ 학급규칙세우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생활인권규정 개정작업에 학생(20명), 학부모(20명), 교사(10명)들의 적절한 참여

  
 나   고민ᆞ지향점 

 ⚫ 전담경찰관의 학폭 예방교육의 효과

 ⚫ 일부 학생들의 규정 위반과 적극적인 지도 부족

 ⚫ 응보적 생활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관점 차이

 ⚫ 학급 규칙에 수업 시각 준수가 있으나 일부 학생들의 위반에 대한 조치 미흡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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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3

비전과 과정을 공유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ㆍ지역사회 참여)

 가   송우 교육공동체를 돌아보며 

Ÿ 일상 수업을 공개하는 ‘교육활동 공개의 날’ 개최

Ÿ 학부모회 주관 ‘학생격려 아침맞이 하이파이브 행사’ 및 ‘주먹밥 행사’ 개최 

Ÿ 우쿨렐레 배우기, 패션 페인팅, 마크라메 만들기 등 학부모 동아리 운영

Ÿ 지필평가 기간 중 학부모 명예 감독 위촉(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신뢰성 향상)

Ÿ 지역사회 연계하여 자유학기 강사 초빙  

  
 나   고민ᆞ지향점 

Ÿ 학부모님과 혁신학교 철학 및 비전에 대한 공유 활성화 방안

Ÿ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 

Ÿ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용 시 이동수단 부족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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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4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선)

 가   송우 교육공동체를 돌아보며 

2016 2017 2018 2019

⚫ 배움의 공동체
  수업 정착
⚫학년, 학급 중심 

교육과정 프로그
램 활성화

⚫교육과정ㆍ평가 
다양화 시도

⚫자유학기 내실화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 
운영(3월 창체 집중, 학
기말 꿈끼주간 운영 등)

⚫공감ㆍ배려ㆍ성장 중심 
  체육 교육-평가 과정
⚫수행평가 비중 및 서,논

술형 평가 확대
⚫평가의 다양화 모색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에 교
육공동체 의견 반영 
조정)

⚫학생의 삶과 밀착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융합프로젝트 확대

⚫성장중심평가 확대

⚫교육과정 중심 공동체 운영
⚫프로젝트 수업 확대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모색
⚫창체-교과교육과정 연계
  앎을 실천하는 배움중심수업 
⚫선택교육과정 확대
⚫지필평가 축소, 성장중심평

가 내실화
 

[ 송우중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성장 과정 ]

 수업의 형식, 함께 배우는 배려ㆍ존중ㆍ경청의 자세를 만들어 가는 배움 중심 수업 정착 단계에서   
 ⇒ 학생이 선택하고, 학생이 주도하여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고, 배움 내용을 실천’하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수립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나   고민ᆞ지향점 

도농복합형 지역에 위치한 우리학교는 문화 체험 접근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력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제각각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배움의 속도와 방향이 다른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정 틀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기는 어렵기에 학생중심을 넘어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편성ㆍ실현을 꿈꿔 
봅니다. 다양한 교과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탐구하고 해석하며,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 지
식의 틀을 넘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앎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교과 
활동의 다양한 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로 학생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들이 주도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설계ㆍ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개선과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구성원들의 불만을 마주치며, 학교와 교사가 
시도할 수 있는 변화의 질과 폭, 역할에 대한 고민이 늘어갑니다. 송우중의 서툴고 작은 변화의 시도가 ‘행복
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Ÿ 선택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일반화 과정, 평가 방향의 고민점

Ÿ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방법

Ÿ 다양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연계할 방안 모색

Ÿ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교육적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 12 -

  주제
   5 배움과 성장이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가   송우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돌아보며 

⚫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수업 공개의 일상화와 수요일 6교시 수업 공개로 교실 문턱 낮추기

⚫ 공문을 통한 학교 밖 수업 공개와 협의회 진행을 통한 학교 비전 공유

⚫ 학년부 중심의 학년협의회를 통한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창의융합수업의 기회 제공

⚫ 교사가 직접 만들고 선택하여 선생님이 주체가 되는 주제별 협의회 구성과 참여

⚫ 학교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소통의 교직원 대토론회 행사

  

 나   고민ᆞ지향점 

⚫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비전과 인식 공유 부족

⚫ 주제별 협의회 내실화, 각 주제 분임장의 운영 부담 경감 필요

⚫ 수업 공개 협의회 진행으로 인한 학년협의회 진행 시간 부족

⚫ 수업을 보는 안목과 기준, 방법에 대한 전문적 연수 필요

 NOTE

Ⅳ.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1. 미래역량 성장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13

   2.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수업 사례    24

   3.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융합프로젝트 사례    95

   4. 체육 선택프로그램 운영 사례   126

   5. 진로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사례   137

   6.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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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을 통한 자타공인(自他共人)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 역량 성장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1

 1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개요 

◆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이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중심ㆍ학생 주도로 기획 운영하여 
‘자타공인(自他共人)’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송우중의 특색 교육과정

배움의 주체로서 능동적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프로젝트 수업 기반 교육과정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와 삶의 현장의 벽을 넘어 앎을 실천하는 융합 교육과정 

◆  교육과정 목표

자타공인(自他共人) 창의 융합형 인재 : 미래형 인재로서 핵심 역량을 갖춘
【스스로를 긍정하고ㆍ타인을 존중하며ㆍ삶의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자타공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학생주도형

교과교육과정 운영

학생

   주도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타공인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과정 TF팀
+ 학습 공동체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프로젝트수업 기반
학생주도 교과 교육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융합교육과정

학생주도형 
선택교육과정

진로 선택 교육과정

자율동아리 활성화

삼권분립 자치학교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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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정 개선 방안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방향 설정 및 교육과정 연구팀 운영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방향
핵심 개념 중심 학습내용 구조화.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교과 프로젝트학습, 융합학습 개발․적용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배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 내용 재구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앎과 실천을 일치시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이 함양되도록 교육 내용 재구성

2) 교육과정위원회 학교교육과정연구팀ㆍ운영지원팀 
교육과정위원회 기획ㆍ조정분과를 교육과정 연구팀으로 전환. 교육과정 업무 총괄
교육과정 연구팀의 역할: 학교 여건·학생 실태·학부모 요구·지역사회 실정을 분석하여 학교교육 비전과 철
학을 담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주도하고 선택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의 방안을 개발
4개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지원팀 (교육과정 기획·디지털인프라 구축 및 자료 개발·교수학습 개선·민주적자
치공동체 실현) 을 구성하여 공동 학습과 작업을 진행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연구의 질적, 양적 내실화
를 도모

학교비전 담은

교육목표 설정
학교교육과정

연구ㆍ운영지원팀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개발
업무경감

협력문화조성운영 계획 수립

평가ㆍ피드백

교사 역량 강화

수업공동체 지원

학교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자타공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조성

◆  교육과정 재범주화를 통한 유사ㆍ중복 영역 일원화 모델 탐색

1)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유사ㆍ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편제를 교과와 창
의적 체험활동 2개 영역으로 크게 범주화함

2) 자유학기(학년)제가 특정 시기가 아닌 전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각 영역을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제 속에 융합하여 안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은 기존 교과의 선택적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이므로 교과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운영
- 자율동아리 (방과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주도형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교육과정 내 기존 동아리활

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영역으로 통합 운영
- 자유학기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을 창체 동아리활동으로 통합하여 운영
-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은 창체 진로활동 영역으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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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 국어, 사회(사회ㆍ역사ㆍ도덕), 과학(과학ㆍ기술가
정ㆍ정보), 수학, 체육, 예술(음악ㆍ미술), 영어

• 선택: 한문, 진로와 직업, 보건
•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 자율활동: 자치적응ㆍ창의주제활동
• 동아리: 학생주도형 동아리(기존 동아리), 학교스

포츠클럽, 자유학기 예술체육
• 봉사활동
•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활동 포함

○ 자유학기 활동 영역

•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 교과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학년 102시간 운영
•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 포함하여 1학년 85시간 운영
( 자유학기 동아리ㆍ자유학기 진로 활동: 별도 영역 구분 없이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 융합 운영 )

◆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공동체 운영ㆍ연구 역량 함양

1) 교육공동체 역할 재구조화 
  :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계 속에 교육과정 위원회가 교육과정 연구를 주도하되 운영의 실제는 전문학습공동체
와 교과협의회 두 축으로 진행함

학생주도ᆞ학생중심 

송우교육과정

민주적 자치 공동체

* 학년교육과정 협업 중심의 교원 재배치 

* 학생자치 활동 재조직(삼권분립)

* 학교구성원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다양한 협의 방법 구안 적용  

전문적 학습공동체 

* 학년별 공동연구과제 설정

* 학년별 주제탐구(교육과정)연구회 

* 학년별 수업개방 및 수업연구회

* 교과 간 융합프로젝트학습 구안 적용 

교육과정위원회

* 학교구성원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

* 송우중 정체성이 담긴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교교육과정운영 평가 및 피드백

교과협의회

* 월 1회 교과협의회 시간 확보

* 교과 내 융합 프로젝트학습 구안, 적용

* 교과 수업개방 및 수업연구회

*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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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개선 및 수업 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주제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실시

• 교사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주제별ㆍ학년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시
 -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배움중심수업 공개 및 수업 성찰
 - 교육과정 재구성ㆍ학생활동 중심 프로젝트 선택 수업ㆍ융합프로젝트 수업ㆍ민주시민교육 등 주제별 전

문적 학습 공동체 실시
 - 주제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내용 및 성과를 주기적 토론회와 콘퍼런스를 통해 공유하고 이를 전체 

성장의 기회로 발전시킴

○ 수업 역량 성장을 위한 학년 전문학습공동체

• 월 1회 학년 공개 수업 실시 및 지속적인 수업 혁신 실시
  - 상담,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학년 중심의 학생 교육 실시
• 교과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연구 및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활성화
  (지역 학교와 연계한 지역 교과 연구회 및 범교과 연구회 주도 및 참여)

○ 지역사회 교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연수 지원

• 포천 지역연구회 학습공동체 주도 및 참여
  (사회, 체육, 배움의 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주도 및 참여 활성화)
• 다양한 교과 모임 활동 지원
• 지역 수업 공개 활성화 및 도 단위 연구회와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심화

3)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시기 과제 추진 프로그램 대상

2018.
12월

구성원 의견 수렴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과정 재구성ㆍ개선 협의 (1차)
전 교사

2019.
2월

송우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교육 공동체 이해

신규ㆍ전입 교사

2015개정교육과정ㆍ핵심역량 이해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의 이해

전 교사

핵심역량 중심 프로젝트수업
ㆍ융합 교육과정 계획 수립

전 교사

2019.
3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평가 
주제별 

전문학습공동체

연구학교 운영 지원팀 업무 조정 및 역할 이해 전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 (2차) 전 교사

2019.
4~7월

수업 혁신 
역량 강화

학생활동 중심 프로젝트수업의 실제
주제별 

전문학습공동체
수업 공개 및 개선 협의회 학년학습공동체
(교과별) 수업혁신 컨설팅 교과  교사

배움중심수업의 실제 희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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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교육활동 공간 재구조화

n 교사 업무 정상화 + 디지털 공간 활용 => 학습 공간 재구조화
n 디지털 인터넷 가상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협업ㆍ협력학습 강화
n 즉각적 피드백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및 학생 성장 이력 관리
n 행정업무를 효율화하여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전 교실 무선인터넷 설치: 학습 자료를 즉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실
* ⓔ-글샘교실: 크롬북과 멀티미디어가 구비된 스마트 모둠학습실로 재배치
* 구글 클래스룸: 학생 맞춤형 개별화학습 설계ㆍ적용, 학습자료 공유, 소규모/대규모협력학습 

학습과제 관리(부여, 제출, 관리), 과제 해결 과정 즉시 확인 및 피드백 
* 구글 드라이브(성장 스토리가 담긴 무제한 저장 공간): 인터넷 환경이라면 언제든 가능한 

과제 접근 및 작업, 각종 포트폴리오 저장

* G Suit for Education(Google의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 온라인 교무실: 과제 공유 및 동시 작업, 자료 공유, 자료 축적, 각종 비법정장부 관리와 이용으로 

행정 업무처리 효율화
* 학년 중심 교무실 업무 구조 재배치 (학년교무실 중심 행정업무 분장, 담임교사 업무 최소화)

학

습

공

간

행
정
업
무
공
간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시기 과제 추진 프로그램 대상

2019.
4~7월

민주적
자치공동체 
역량 강화

학생주도형 창의적체험활동 (자치ㆍ동아리) 활성화 민주적자치공동체 
분과 + 희망 

교사3권 분립 자치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 모색

2019.
7~8월

1학기 운영 성과 
정리, 도약을 위한 

준비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반성을 위한 콘퍼런스 
(교육공동체 토론회)

학교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재구성 심화 연수 희망 교사

2019.
9~11월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기반 다지기 ㆍ
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조정 협의 (3차)

전 교과 교사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수업 사례 (강사 초빙)

(교과별) 평가혁신 컨설팅 

교과 융합 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유

교육과정 콘퍼런스 및 공개 보고회

2019.
12월

운영 성과 평가 및 
피드백ㆍ

2020 교육과정 
운영 제안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반성을 위한 콘퍼런스 
(교육공동체 토론회)

학교교육공동체

차기년도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개선 및 심화 방안 
제안을 위한 워크숍

보직 교사

2020학년도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 전 교사

매월 
1~2회

전문학습공동체ㆍ
수업공개 협의회

↓
교사공동체 
역량 강화

교과군 별 수업 공개 및 협의회 -> 학년별ㆍ교과군 별 
전문학습공동체 실시 (매월 1~2회) 

학년학습공동체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별 
전문학습 공동체 실시 (매월 1회)

주제별 
전문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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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영 사례 

 교육과정 편제 개선 (재범주화)

◆   2019 교과ㆍ창의적 체험활동 편제표

구분 기준
시수

이수
시수

세부
이수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시수 시수 시수 시수

교
과
(군)

국어 442 408 408 68 68 68 68 68 68

사회

사회

510 493

170 51 51 34 34

역사 170 34 34 51 51

도덕 153 51 34 34 34

수학 374 357 357 68 51 68 68 51 51

과학
/기술·

가정/정
보

과학

680 578

306 51 51 51 51 51 51

기술·가정 238 34 34 34 34 51 51

정보 34 17 17

체육 272 255 255 51 34 51 51 34 34

예술
음악

272 255
119 34 17 34 34

미술 136 34 34 34 34

영어 340 340 340 51 51 51 51 68 68

선택

한문

170 153

102 17 17 34 34

진로와직업 34 17 17

보건 17 17
자유
학기 주제선택 (102) (34) (68) (34) (34) (17) (17)

교과(군) 소계 3,060 2,941 510 459 510 510 476 476

창의
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306 425

127 15 16 26 22 26 22

동아리 
활동

학생주도
동아리 43 (10) (7) 4 9 4 9

학교스포츠
클럽 102 (17) (17) (34) (34)

예술체육 85 (17) (68)

봉사 활동 9 2 1 2 1 2 1

진로 활동 59 (7) (10) 2 2 19 19

창의적 체험활동 소계 306 425 51 102 51 51 85 85

수업시수 총계 3,366 3,366 561 561 561 561 561 561

자유학기 활동 소계 221 221 (68) (153) (51) (51) (51) (51)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소계 136 136 (17) (17) 17 17 34 34

학기당 과목 수 12 11 11 11 10 10

체육, 예술, 교양과목 수 4 3 3 3 2 2

학기별 체육+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68 68 68 68 68 68

* 경기자유학년제 자유학년 필수시수(221시간)는  (  ) 표시
* 경기자유학년제 연계자유학년 시수는  (  )표시. 연계자유학년 활동시수는 기존 교과 및 창체 시수에 포  
  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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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편제 개선 모델의 주요 특징

  1) 개선 모델

기존 교육과정 편제

교과

국어, 사회(사회ㆍ역사ㆍ도덕), 과학(과학ㆍ기술가정ㆍ정보), 수학, 체육, 

예술(음악ㆍ미술), 영어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

자유학기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

개선 모델

교과

국어, 사회(사회ㆍ역사ㆍ도덕), 과학(과학ㆍ기술가정ㆍ정보), 

수학, 체육, 예술(음악ㆍ미술), 영어
선택교과

주제선택활동

(자유학기)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 포함)

학생주도형

동아리

(자유학기

동아리 포함)

학교

스포츠

클럽

예술체육

활동

(자유학기)

  2) 교육과정 개선 모델의 특징

  - 교육과정 편제 영역 중 자유학기활동을 영역 특성에 따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분
류·통합하여 교육과정의 영역 간 유사·중복 문제 해결 도모

  -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을 교과 영역으로 분류
  - 자유학기 동아리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통합
  - 자유학기 예술체육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통합
  -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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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도형 체육 선택프로그램 운영

1ㆍ2학년
경험·

탐색기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자유학기 체육 연계로 다양한 스포츠 경험>

Ÿ 체육 : 기초 체력 증진과 균형 있는 신체 성장을 통해 건강한 삶의 역량 함양
Ÿ 학교스포츠클럽ㆍ자유학기체육 :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한 스포츠 적성 탐색

3학년
심화·

성장기

<체육ㆍ학교스포츠클럽 통합 - 맞춤형 선택 프로그램 운영>

Ÿ 스포츠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으로 깊이 있게 배우는 심화형 체육 수업 운영
Ÿ 체육과 인문ㆍ예술 활동을 결합하여 남녀 학생 모두 즐길 수 있는 수업 운영

  (스포츠 해설자 되기, 경기에 어울리는 음악 넣기, 감상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
Ÿ 성장형 과정중심평가 : 간접적 체육활동 평가와 성장 참조 방식 직접적 체육활동 

평가를 통해 학생 성장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 실시

◆  활동 목표

Ÿ 단순한 운동 기량의 향상을 넘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포
츠를 깊이 있게 배우고 즐기는 건강한 삶의 습관 형성

Ÿ 스포츠 적성에 따른 선택 과정으로 남녀 모두 즐길 수 있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경험 제공
Ÿ 선택 과정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심화형 체육 수업 운영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바탕을 형

성하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

◆  활동 개요

체육 + 학교스포츠클럽 통합 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1~2교시(1-3반) / 목6~7교시(5-7반) Ÿ 공통 체육 과정 실시 후, 
   3학년 2학기 심화 과정으로 실시
Ÿ 1인당 1 프로그램 선택 참여
Ÿ 블록수업으로 주당 2시간, 총 34

시간 운영
운영프로그램

탁구 요가

볼링 축구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동료 및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성장 중심 과정 평가

1차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자세와 연습 정도를 평가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으로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여 2차 평가를 통해 재확인 한 후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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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 인문학 아카데미

학년 주제 영역 인문학 선택 프로그램 예시

1
학
년

自: 인문학과의 만남

‘나를 만나는 시간’

자유학기 주제선택
(국어, 도덕)

영상과 이야기, 손안의 작은 책 만들기, 명상으로 
내 마음 엿보기, 그림책 인성 토론

2
학
년

他: 인문학 독서

‘관계를 잇는 힘’

연계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주제선택 독서ㆍ토론)

국어: 학교생활ㆍ친구, 자아성장ㆍ성찰, 꿈과 진로, 
우리들의 성, 우리가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가족

사회: 국사, 현대사, 민주시민, 경제

3
학
년

共: 진로 선택 인문학

‘세상을 보는 눈’

교과 연계
진로선택수업

Ÿ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Ÿ 삶과 도덕에 대한 10가지 질문 나누기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Ÿ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시대를 담은 문학
Ÿ [에코 그린] 생태 속에 나를 찾자

◆  활동 목표

  특기 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선택으로 깊이 있게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며, 지속적 인문학 경험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함

◆  활동 개요

인문학아카데미 A팀 인문학아카데미 B팀

1반 2반 3반 4반 +1 5반 6반 7반 +1

3월, 12월 공통 진로 (진로적성검사, 미래 직업 세계, 적성과 진학 선택) 

선택 교육과정

프로그램

(4월~7월)

Ÿ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Ÿ 삶과 도덕에 대한 10가지 질문 나누기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Ÿ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Ÿ 시대를 담은 문학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에코 그린] 생태 속에 나를 찾자

선택 교육과정

프로그램

(8월~11월)

Ÿ 알뜰신JOB
Ÿ D. I .Y. 과학 실험반
Ÿ 서양철학 이야기 – 철학자의 물음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색(色)다른 한국사 
Ÿ D. I .Y. 과학 실험반
Ÿ 시ㆍ대ㆍ반ㆍ문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영화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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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교육과정 편제 개선(재범주화)

한계 및 문제점: 
- 개선 모델에서 편제표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교육과정 편제표의 교과별 자유학기 활동 시수에 

대한 설명이 생략됨
- 교과에서 감축하여 확보한 자유학기 영영의 시수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분류 통합하는 과정에

서 교과 시수가 줄고,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증가함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영역이 학생주도형 동아리(일반 동아리), 스포츠클럽활동, 자유학

기 예술체육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동아리 활동 내에서 중복 문제 발생
- 개선 모델의 편제와 나이스의 교육활동 영역 분류 기준이 달라 실제 교육 활동과 나이스기록 

간의 불일치 문제 발생

개선 방향: 

- 교육과정 편제가 실제 운영과 일치 할 수 있는 편제 형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나이스 상에서 독립되어있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을 창의적체험활동 영역과 교과 영역으로 분

류·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됨
- 동아리 활동 내의 스포츠클럽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 중 체육 활동의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스

포츠클럽 활동과 체육 활동의 구분을 없애고, 체육 활동과 스포츠클럽 활동의 통합 및 일반 동
아리 활동과 예술 활동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하고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창의적체험활동 및 예체능 활동 영역의 
편제 및 편성에 대한 학교 재량권 확대가 요구됨 

◆ 학생주도형 체육 선택 프로그램 운영

한계 및 문제점: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학교 시설 및 지도 교사 부족으

로 자유로운 학생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소 적정 인원 수요가 필요한데 학생들의 선호도 쏠림 현상으로 인원 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성별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남학생과 여학생, 남녀 혼합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지만 학교 공간 

및 체육 시설 부족 여건으로 맞춤형 종목 개설이 어려움
- 학교 시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 체육시설 이용으로 보완하고 싶어도 지역 특성 상 대중교통 이용

이 불편하여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 방안: 
- 계절에 따른 미세 먼지, 우천, 기타 자연적 재해 상황에서 체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 체

육시설(체육관) 건립이 요구됨
- 한 학기 프로그램(34차시)을 2기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추가 제공할 수 있음 (단, 이

렇게 운영할 경우 종목 심화 학습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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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선택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한계 및 문제점

Ÿ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Ÿ 삶과 도덕에 대한 10가지 질문 나누기 - 주 1회, 1차시로 수업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블록 
수업 편제가 어렵다면 하나의 주제를 2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에 자기 생각 정리, 2차시에 생
각 나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 무선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가 원활하게 구축된 공간이 ⓔ- 글
샘교실 하나밖에 없어서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학생들의 정보 기기 
활용 능력도 생각보다 부족하여 프로그램 내용 진행에 앞서 기기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
요했음. 다양한 매체 활용 수업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시설 구축 확대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정보 기기 활용 능력에 대한 체계적 보완 지도도 필요함. 

Ÿ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 학교 여건 상 학생들의 선택 기회가 제
한되어 수강 기회를 제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학생의 희망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수업
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 외부 강사 초빙 체험 형태 학습일 때, 운영 시
간 부족으로 다양한 체험이 어려웠음. 경우에 따라 타 교과의 양해를 얻어 2시간 수업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타교과 학습 결손이 일부 발생하였음 

Ÿ 시대를 담은 문학 - 1시간 수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맛보기 수업에 그치고 다른 학생들과 감상 내용
을 깊이 있게 나누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음.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주제를 정
하고 스스로 탐구해 가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Ÿ [에코 그린] 생태 속에 나를 찾자 - 여러 차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에 시간적 제
약이 있었음. 블록 수업이 가능하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중학교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제언ㆍ개선 방향

Ÿ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교육과정

의 성격을 띠고 있음. 학생의 흥미와 적성, 희망을 반영하여 선택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합당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음

Ÿ 주당 1시간 활동의 한계 -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학생 간 공유 시간이 부족함. 교육

과정을 조정하여 2시간 블록수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Ÿ 학생 선택권과 교원 수급의 문제, 삶의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은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학생

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명명된 과목을 배우고 

있음.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삶의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축소하고 선

택 교과에서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언함

자타공인(自他共人)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학생주도형 교과수업 

 2  학생주도형 교과프로젝트 수업 사례

2학년

국어  나만의 색을 찾다 -‘詩’프로젝트 … 24쪽

3학년

도덕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가기-자아성찰 프로젝트 … 33쪽

3학년

역사   역사 박물관 만들기 및 운영 프로젝트 … 45쪽

1학년

과학  과학송 UCC 만들기 프로젝트 … 50쪽

3학년

기가  식단구성 프로젝트 … 54쪽

2학년

미술  우리 마을‘간판제작’프로젝트 … 61쪽

1학년

음악 ‘같이’의 가치 – 리코더 2중주 프로젝트 … 68쪽

2학년

영어 교실 속 세계 여행 -‘영어독서’프로젝트 … 75쪽

3학년

영어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광고’프로젝트 … 79쪽

1학년

한문 한문 마인드 맵 만들기 … 84쪽

2학년

한문 한문 성어 신문 만들기 …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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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국어  나만의 색을 찾다 -‘詩’프로젝트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창의적사고 역량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시수 12

관련 단원 1. 나만의 색을 찾다  (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주요 활동 내용 시 감상ㆍ창작하기 / 시 비평문 쓰기 / 시낭송회

성취 기준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공유 활동 동아리 ‘만화반’ 합작 시화전 및 창작 문집 제작, 행사 ‘시낭송회’, 체험활동 ‘문학기행’ 

활용 자료 시집 100권, NVC 느낌ㆍ욕구 카드, 무지 엽서, 네임펜, 채색도구, PPI(포토 이미지 카드)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나와 내 삶의 이야기는 어떤 모양, 어떤 사물,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이해, 비유와 상징의 함축적 의미 파악
Ÿ 화자의 상황ㆍ감정ㆍ욕구 파악, 공감하며 읽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숨은 시 찾기 -내 친구,선생님께 어울리는 시 찾아 시 엽서 선물
Ÿ 나를 닮은 시 찾기 -> 시 감상문 쓰기
Ÿ 시로 ‘나’를 말하다 ->포토이미지 카드 활용 시 창작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선정시,창작시 낭송하기 (시낭송회,문집 제작)
Ÿ 창작시 시화 제작 및 전시회
Ÿ 내 시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서 -문학기행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동료상호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동료 및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성장 결과 누계 기록 및 개별 이력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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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국어 단원명
1. 나만의 색을 찾다  

(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차시 12
국어교과

핵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수업
주제

 시의 이해와 감상, 시 창작 및 공유

성취

기준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Ÿ 시와 만남 - 운율의 이해
(시험 전날 / 에공, 이제 지겹다)

Ÿ 운율의 개념, 운율 형성 방법 이해를 
위한 시 선정 제공

Ÿ 시에서 운율 형성 방법 파악하기
Ÿ 마음에 드는 구절과 표현 찾기
Ÿ 운율 형성 방법 활용 3행시 짓기

2 Ÿ 시와 만남 -  함축적 의미
(큰 나무 / 꽃밭 / 절친)

Ÿ 함축적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 선정 제공

Ÿ 비슷한 경험 나누기, 공감 활동
Ÿ 함축적 시어의 속뜻 나누기
Ÿ 경험과 연결 지어 시 감상하기3

4
Ÿ 시와 만남 -  공감하며 읽기

(세상에서 가장 따듯했던 저녁)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Ÿ 화자의 처지, 상황, 감정과 욕구
(NVC 느낌, 욕구 카드 활용)를 생각
해 보고,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시 선
정 제공

Ÿ 넌 어떤 사람이야? - 화자, 화자의 
처지와 상황 파악하기

Ÿ 네 마음을 말해 봐 - 화자의 감정, 
욕구 파악하기

Ÿ 그래, 네 말 알겠어 - 시 속에 담긴 
의미 찾기

Ÿ 나도 그래, 공감! - 공감 경험 쓰기, 
나누기

5

6
Ÿ 숨은 시 찾기 ①

  - 내 친구를 닮은 시
Ÿ 다양한 시집 준비 (100권 내외)
Ÿ 친구의 신체나 성격 특징을 놀리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Ÿ 시 선물 제작을 위한 무지 엽서, 네

임펜, 채색도구 등 준비
Ÿ 시 엽서 제작 유의점 설명

Ÿ 시집에서 대상에 어울리는 시 선정
Ÿ 엽서에 시를 옮겨 적고 시화로 꾸미

기, 다른 면에는 고른 이유를 포함하
여 편지 쓰기

Ÿ 시 선물 배달하기
7

Ÿ 숨은 시 찾기 ②
  - 선생님을 닮은 시

8
Ÿ 숨은 시 찾기 ③

  - 나를 닮은 시
Ÿ 다양한 시집 준비 (100권 내외)
Ÿ 시 감상 방법 안내

Ÿ 나를 닮은 시 고르기
Ÿ 시의 운율, 함축적 의미, 화자, 주제, 

표현 방법, 함축적 시어 찾기
Ÿ 공감 경험 쓰기

9 Ÿ 시 감상문 쓰기
Ÿ 시 감상문 쓰기 평가 기준 안내  
Ÿ 과정평가ㆍ동료평가-> 피드백 제공

Ÿ 시 감상문 쓰기 
Ÿ 친구 시 감상 및 동료상호평가
Ÿ 고쳐 쓰기

10 Ÿ 시 창작하기
Ÿ 포토 이미지 카드 제공
Ÿ 평가 기준 및 활동 방법 안내
Ÿ 과정평가ㆍ동료평가-> 피드백 제공

Ÿ 다루고 싶은 이야기, 경험 찾기
Ÿ 연관되는 이미지 카드를 골라 함축

적 의미(상징/비유) 활용하기
Ÿ 친구 시 감상 및 동료상호평가
Ÿ 고쳐 쓰기

11 Ÿ 시 낭송하기
Ÿ 시 낭송 방법 안내
Ÿ 마이크, 배경음악을 위한 기기 준비 

등 시낭송 준비

Ÿ 선정시, 창작시 2편 암송
Ÿ 시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고르기
Ÿ 친구 시 들으며 감상 나누기

12 Ÿ 시화 및 문집 제작
Ÿ 시화 제작을 위한 도구 준비
Ÿ 시화 제작 유의점 설명
Ÿ 동아리 활동과 연계 진행

Ÿ 시 갤러리 활동을 통해 시 감상
Ÿ 마음에 드는 시 선정-> 시화 꾸미기
Ÿ 선플 달기 및 갤러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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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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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시 감상문 쓰기

포토이미지 카드로 시 창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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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체ㆍ행사 연계: 시 낭송회ㆍ시화전ㆍ창착시 공유 문집 제작 (만화 동아리, 독서 동아리 연계) 



앎을 실천하는 배움-학교 밖 체험활동: 문학기행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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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습 자료

개성적인 표현의 방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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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교육과정과 평가 방향

문제점: 
- 학생 주도형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교사의 계획과는 달리 단계별 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됨. 충분한 

고민과 준비 과정을 거쳐 스스로 활동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시수확보가 요구됨. 모둠, 
학급에 따라 활동 소요 시간에 차이가 나서 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 방향ㆍ노력: 

-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를 벗어나 (1~3개 단원 학습 내용을 융합하여) 프로젝트 활동 안에서 필요
한 배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함.

- 평가 방법 개선: 지필평가를 학기말 1회만 실시하여 평가를 위한 진도 확보의 압박에서 벗어남. 지
필 평가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지필 20, 수행 80점) 결과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ㆍ성장 중심 평가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앎을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에 주력하고, 
학생의 배움 수준과 성장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해짐.

◆ 공유와 나눔

문제점: 
- 시 낭송회나 시화 감상회를 진행할 때 장소 및 참가 인원 제한 문제가 있었음. 방과 후 별도의 장

소에서 진행된 관계로 참가 학생 범위가 한정적이었음. 학급을 넘어 학교 전체가 좋은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공유 방안 모색이 필요함.
개선 방향ㆍ노력: 

- 온라인 공유 서비스 이용: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 폴더를 만들어 송우중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로의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 확보 및 홍보. 수업 시간에 공유 폴더에 있는 작품
을 읽어보고 감상하는 활동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갤러리 평가 및 시화 제작: 다른 학급의 우수 작품을 교실에 게시하고 돌아보며 감상한 후 (감상 활
동지 작성 및 갤러리 투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작품을 골라 시화 제작하기 (A4로 제작한 시를 
그대로 떼어 와서 시화 꾸미기) -> 우수 작품을 코팅하여 시화 감상회에 전시

- 시화 감상 선플 달기: ⓔ-글샘 교실에 코팅한 시화를 전시하고 감상자는 포스트잇에 짧은 감상평 
(선플)을 적어 붙이기 -> 전시 종료 후 시 창작자에서 해당 시화 선물, 마음에 드는 선플을 골라 추
천해 주면 선플 작성자에서 선물 증정

- 창작 시화집 제작: 시 감상문, 창작시 등을 수록한 시화집을 제작(향후 수업 교재로 사용할 예정). 
시화집 제작 과정에서 표지 디자인부터 삽입 그림을 자율 동아리(만화반) 학생들에게 의뢰하여 학생
이 시화집 제작 전반을 주도함.

친구를 닮은 시 고르기 : 친구의 외모나 행동 특성을 떠올리고 시를 고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친
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징보다는 나와 그 친구의 관계, 그 친구
와 함께 겪었던 경험과 느낌 등 내적인 요소로 관련 시를 찾도록 적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PPI(포토이미지 카드) 활용하기 : 80장 정도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골라 일련번호를 매기고 코팅하여 제작합
니다. 모둠마다 1세트 씩 주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게 하는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징의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으면 다른 사물을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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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가기
- 도덕적 자아성찰 프로젝트

자아를 관찰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며

도덕적 인생관 및 자아상을 설계하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도덕적 자아 성찰 시수 11

관련 단원 Ⅰ.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3. 도덕적 자아상

주요 활동 내용 성찰문 답지 쓰기 / 성찰문 답지로 ‘나’ 책 만들기

성취 기준
도917. 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생관 및 도덕적인 자아상을 구체적
으로 설계하며,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공유 활동
-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찰 주제 공유하기
-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성찰 질문 만들어 공유하기

활용 자료
참고문헌과 교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성찰문답지.참고문헌 – YM기획·차희연, 「내 감정 비밀
노트」, 베프북스/ 홍성향, 「오늘, 진짜 내 마음을 만났습니다」, indigo, 수업교구 – Let’s 
QLAY, 「클레이 질문카드 – 인생편/ 청소년편」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나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Ÿ 도덕적 인생관 및 자아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Ÿ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기르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나를 바라보고 다가가기’를 주제로 제작한 10차시의 성찰문답지 작성

성취 역량 공유
Ÿ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찰 주제 공유하기
Ÿ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성찰 질문 만들어 공유하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관찰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프로젝트의 내용 작성 분량의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개별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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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도덕 단원명
Ⅰ.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3. 도덕적 자아상 차시 11
(교과)

핵심역량
자아성찰역량

수업
주제

Ÿ 나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Ÿ 도덕적 인생관 및 자아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Ÿ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기르기

성취

기준
도917. 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생관 및 도덕적인 자아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이
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Ÿ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잘 

나누고 있을까요?
Ÿ 내가 알고 싶은 나

Ÿ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명확
히 알리기

Ÿ 성찰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성
실하게 작성하도록 격려하기

Ÿ <나 자신과 만나는 열 번의 시간을 위한 약속> 
다짐하기

Ÿ 나 자신과 얼마나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인지 체
크리스트에 표시하기

Ÿ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것, 나에게 묻고 싶
은 질문 2가지 생각하기

2

Ÿ 나 자신에게 그동안 해왔던 
말들

Ÿ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
을 했을까?

Ÿ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들의 중요
성 생각해보게 하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스스로에게 했던 긍정적, 부정적인 말들 생각해
보기

Ÿ 다른 사람에게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려보고 상대
방의 마음 헤아려보기

3
Ÿ 나 자신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Ÿ 나와 대화하기

Ÿ 자신의 마음 관찰할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 만들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나 자신에게 듣고 싶었던 말 생각해보기
Ÿ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생각

해보기

4
Ÿ 내 감정 돌아보기
Ÿ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Ÿ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
정이 있음을 알리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분노의 신호가 켜질 때 나의 모습 관찰하기
Ÿ 일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찾고 그 영향 

생각해보기
Ÿ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기

5

Ÿ ‘나’다운 것
Ÿ 내가 진짜 호기심을 느끼

는 것
Ÿ 내가 가장 두려운 것

Ÿ 나다운 것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누군가 나에게 ‘너답다’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무
엇일까

Ÿ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8개의 단어로 표현하기
Ÿ 내가 정말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 두려움 찾기

6 Ÿ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Ÿ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Ÿ 최선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최선의 삶인지 생각해보
기

Ÿ 나에게 ‘최선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고민해보기
Ÿ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잘 

지켜내며 살고 있는지 성찰하기

7 Ÿ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
Ÿ ‘나의 인생 5년책’ 만들기

Ÿ 아이들이 1학년 때 만들었던 인
생책 나누어주기

Ÿ 새로운 5년 인생책 만들기 준비
하기

Ÿ 1학년 때 만들었던 인생책을 읽어보고 그때 계획
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Ÿ 새롭게 ‘나의 인생 5년 책’ 만들기

8

Ÿ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Ÿ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
는가?

Ÿ 인생관의 의미 설명하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나의 인생관 만들기
Ÿ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3단계 표 

작성하기
Ÿ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고민하기(직업으로 

표현하지 않기) 

9
Ÿ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Ÿ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

는 ‘나’
Ÿ 어떠한 제한도 없을 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기 

Ÿ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Ÿ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의 행동 성찰하기

10

Ÿ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

Ÿ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
가기

Ÿ 프로젝트 활동이 나에게 어
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기

Ÿ 중요한 일은 다양하게 쓸 수 있
음을 알려주기

Ÿ 문답 작성 과정 관찰하기

Ÿ 가장 기대되고 궁금한 인생의 시기는?
Ÿ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과 현재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생각하기
Ÿ 10차시 성찰문답지 활동이 나에게 갖는 의미 찾

기

11 Ÿ ‘나’를 더 잘 알고 싶다면?
Ÿ 소책자 만들기

Ÿ 10차시 활동지 나눠주기
Ÿ 11차시 활동지 안내하기
Ÿ 소책자 만들기 안내하기

Ÿ 나를 잘 알 수 있는 질문 만들어 공유하기
Ÿ 소책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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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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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1~10차시 : 성찰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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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시 : 자신의 성찰문답지를 다시 읽어보고 활동지를 묶어 소책자 만들기 (12월 말 예정)

◆ 관련 학습 자료

  - 도서와 교구를 활용하여 성찰문답지 제작. 
   § YM기획·차희연, 「내 감정 비밀노트」, 베프북스 
   § 홍성향, 「오늘, 진짜 내 마음을 만났습니다」, indigo, 
   § Let’s QLAY, 「클레이 질문카드 – 인생편/ 청소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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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활동의 목표와 내용 구성
- 자신을 더욱 잘 알고 성찰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 2회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두 달간 진행

한 프로젝트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에서 이야기하듯 자기 자신을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바
라보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 주제 구성과 질문은 여러 도서를 참고하면서 만들었고 수업 시간마다 1차시 분량의 활동지를 10~15
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활동과정 관찰과 평가
- 아이들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익숙해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

관화하여 바라보는 자아 인식과 성찰의 경험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존재를 인
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이면서도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지요. 제시한 질
문들이 왜 의미 있는지 설명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 기울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량을 정해주어 평가에 반영했고, 매 시간 활동지 
걷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질문에 대해 오래 고민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를 
이용하여 더 작성한 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0차시 활동 후 11차시와의 연결.
- 3~5월까지 두 달 동안 10차시에 걸쳐 작성한 성찰문답지는 교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학년을 마무리

할 시기에 돌려줍니다. 자신이 적었던 문답지를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한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 11차시 활동에서는 ‘나’를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질문 내용을 공유한 
뒤, 모든 문답지를 소책자로 묶어냅니다. 

고민됐던 점
-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채우다보니 처음 목표했던 시간을 훌쩍 넘기는 때가 많았습니

다.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에서는 수업 진도를 늦출 때도 있었습니다. 몰입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찰할 시간을 더 오래 주고 싶지만 수업 진도를 병행해야 해서 시간 분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성찰하자는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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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느낀 점

- 처음에는 몇 줄 적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차시를 거듭할수록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자신의 마음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젝트의 목표인 ‘자신과의 대화’를 이루
어나가는 것 같아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솔직하게 속마음을 표현해
주어서 교사가 수업 시간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아이들의 상황과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교사인 제가 반성하고 배우는 부분이 훨
씬 많았고 그런 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으면 합
니다. 중학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쌓였을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떠올려보며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활동이었길 바랍니다.

          활동지 양식 : 활동지를 A4용지 4분의 1 크기로 작게 제작하여 학생들이 커다란 문답지의 빈
칸을 채워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예를 제시하여 안내하기 : 질문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 못지않게 적절한 예를 들어주는 것도 중
요합니다.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 제일 아랫부분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지를 몇 가
지의 예시로 제시하여 작성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예시를 들 때는 중학생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 다양한 감
정과 생각의 예를 제시하여 표현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책’ 만들기 : 지금의 아이들이 1학년일 때 도덕 수업을 전담했었고 그 때 작성했던 ‘인생책’(A4 책 만
들기_유치원~4,50대까지의 인생 계획)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7차시 ‘인생책’ 만들기는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났기에 가능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까맣게 잊고 있던 2년 전 인생책을 보면서 미래로 상상했던 모
습이 현재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과거에 했던 생각들을 읽으며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
다. 1학년 때의 계획이 정말 지켜졌는지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
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7차시에서는 앞으로의 5년을 계획하는 인생책(중3~대학생 1학년까지)을 만들었습니
다. 아이들에게 내 인생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그리고 ‘~
할 것이다.’(미래형)가 아닌 ‘~했다.’(과거형)로 표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하
면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 자성예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와 활동지에 붙이기 위한 맨 뒷면
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는 쪽수가 6쪽 정도이니 1권으로 만들 때는 인생의 범위를 아이들의 학년(나이)에 
따라 교사가 적절히 나누어주거나 인생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다면 2권의 책을 만들어 이어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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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역사  역사 박물관 만들기 및 운영 프로젝트

  직접 박물관을 만들고 구성하며 창의성을 기르고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설명하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한국사(조선 전~후기), 세계사(서양 고대~중세) 시수 6

관련 단원
한국사: 역사 ①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Ⅵ. 조선 사회의 변동 

세계사: 역사 ① Ⅶ. 통일 제국의 등장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주요 활동 내용 역사 박물관 만들기 / 역사 박물관 운영

성취 기준

[역9153]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을 향약과 
서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9163] 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배경을 파악하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학과 그림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9174] 그리스 폴리스로부터 헬레니즘과 로마제국에 이르는 정치․문화적 변화를 파악
하고,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역9185]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크리스트교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유 활동 담임 선생님들과 반 학생 발표 공유
활용 자료 PPT, 네임펜, 사인펜 등 채색도구, 가위, 풀, 색지, 스탬프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유물은 어떻게 시대를 반영할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시대적 배경에 대한 수업(일상수업)

해결책 모색


Ÿ 유물에 대한 설명 찾기(시대, 제작자 등)
Ÿ 유물과 시대를 연결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유물과 시대를 연결하여 박물관 만들기
Ÿ 유물에 대해 직접 설명해보고, 문제 풀어보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과제 제출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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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역사 단원명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Ⅵ. 조선 사회의 변동
Ⅶ. 통일 제국의 등장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차시 6
역사교과

핵심역량
역사적 사고력

수업
주제

역사 박물관 만들기 및 운영

성취

기준

[역9153]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을 향약과 서원을 중심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역9163] 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배경을 파악하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학과 그림 등을 중심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역9174] 그리스 폴리스로부터 헬레니즘과 로마제국에 이르는 정치․문화적 변화를 파악하고, 크리스트
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역9185]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크리스트교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박물관 모둠과 주제 정하기

Ÿ PPT를 통해 박물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Ÿ 박물관 주제에 맞는 유물 사진을 고
를 수 있도록 한다.

Ÿ 모둠원과 의논하여 주제를 정한다.
Ÿ 박물관 주제에 맞는 유물 사진을 휴

대폰으로 고른다.

2

박물관 만들고 구성하기

Ÿ 박물관 주제에 맞는 유물 사진을 구
글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한다.

Ÿ 박물관의 컨셉을 정하도록 한다.
Ÿ 유물 사진을 뽑아 모둠에 나눠준다.
Ÿ 유물에 대해 조사하도록 안내한다.
Ÿ 유물과 해당 시대와의 관련성을 추

론하도록 안내한다.

Ÿ 박물관 주제에 맞는 유물 사진을 구
글 드라이브에 올린다.

Ÿ 박물관 컨셉을 정한다.
Ÿ 교사가 프린트해 준 유물 사진을 박

물관에 붙인다.
Ÿ 해당 유물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

하여 박물관에 기록한다.
Ÿ 유물과 해당 시대와의 관련성을 추

론하여 박물관을 꾸민다.

3

4

5 박물관 운영 대본 만들기
Ÿ 박물관 운영 대본을 만들게 한다.
Ÿ 박물관 운영 시 유의사항을 이야기

한다.

Ÿ 박물관 운영 시 이야기할 대본을 쓰
고, 직접 연습해본다.

Ÿ 박물관 운영 시의 당번을 정한다.
Ÿ 스탬프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서 제

출한다.

6 역사 박물관 운영

Ÿ 교실을 나누어 각 부분에 박물관 작
품을 게시하도록 한다.

Ÿ 스탬프 문제와 스탬프를 나눠주고, 
역사 박물관 운영 시 유의사항을 이
야기한다.

Ÿ 소감문을 나눠주며 설명을 들은 후 
내용을 스고 스탬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한다.

Ÿ 모둠별로 당번이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유의사항을 이야기한다. (앞시간 
당번은 앞시간에 설명, 뒷시간에 설
명 듣고 소감문 작성 / 뒷시간 당번
은 앞시간에 설명 듣고 소감문 작성, 
뒷시간에 설명)

Ÿ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평가한다.

Ÿ 교실에서 모둠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역사 박물관을 게시한다.

Ÿ 먼저 앞시간 당번이 설명하고, 뒷시
간 당번은 돌아다니며 친구들의 설
명을 들은 후 소감문을 쓰고 스탬프 
문제를 푼다.

Ÿ 이후 당번을 바꾸어 뒷시간 당번이 
설명하고, 앞시간 당번은 돌아다니며 
친구들의 설명을 들은 후 소감문을 
쓰고 스탬프 문제를 푼다.

Ÿ 활동이 끝난 후 소감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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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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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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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습 자료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학생 주도형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활동 시간이 달라 시수를 예상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수 확보가 필요함. 또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유발이 요구됨. 또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지원 역시 필요함.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에서의 정의적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개선 방향ㆍ노력: 

-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를 벗어나 (4개 단원 학습 내용을 융합하여) 배웠던 정치·사회사 내용과 
문화사 내용을 연결하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함. 

- 평가 방법 개선: 지필평가를 1회 실시하여 진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필평가 비율을 낮추고(지필 
40, 수행 60)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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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과학 과학송 UCC 만들기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화학 시수 8

관련 단원 5. 물질의 상태변화  

주요 활동 내용 과학송 가사 쓰기/ UCC 만들기/ UCC감상 및 평가

성취 기준

[9과05-0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입자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9과05-02]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상태변화 시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공유 활동 팀별 UCC 발표 및 감상

활용 자료 스마트폰, 영상편집앱, LG사이언스랜드 사이트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할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 알기
Ÿ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변화 이해하기
Ÿ 우리주변에서 물질의 상태변화의 예 찾아보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팀별 노래 선택 및 역할 분담
Ÿ 물질의 상태변화와 관련된 노래가사 쓰기
Ÿ UCC 만들기

성취 역량 공유
Ÿ 팀별 UCC 발표 및 감상
Ÿ 핵심내용 나누기 (UCC안에 과학적 개념 이해하기)
Ÿ 동료평가 및 수업 되돌아보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동료상호평가, UCC 결과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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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과학
단원

명
5. 물질의 상태변화 차시 8

과학교과

핵심역량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력

수업
주제

 물질의 상태변화와 관련된 UCC 제작 

성취

기준

 [9과05-0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입자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9과05-02]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상태변화 시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UCC 노래선정 및 
가사쓰기

Ÿ UCC 제작이유 및 목표 설명
Ÿ 과학송 UCC 예시 보여주기

Ÿ 교과서 내용 읽어보기
Ÿ 가사에 넣을 부분 찾아보기
Ÿ 과학송 노래 선정
Ÿ 가사 작성

2

3
UCC 촬영 계획 

세우기
Ÿ 과정 평가
Ÿ 모든 학생들 참여 독려

Ÿ UCC 촬영 역할분담 및 계획 
   세우기

4

UCC 촬영 
Ÿ 촬영 시 주의할 점 안내
Ÿ 과정평가
Ÿ 각 팀별 촬영장소 순회지도

Ÿ 촬영에 필요한 도구 및 자료제작
Ÿ 노래 녹음
Ÿ 영상 촬영

5

6

7 편집 및 마무리 Ÿ 과정평가 Ÿ 촬영 마무리하기
Ÿ 영상 편집 앱을 이용하여 편집

8 시사회 및 성찰
Ÿ UCC 영상 감상 및 채점 
Ÿ UCC안에 있는 과학적 개념 
   되돌아보기

Ÿ 팀별 UCC 발표 및 감상
Ÿ UCC안에 과학적 개념 이해하기
Ÿ 모둠원 채점표 작성
Ÿ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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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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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교육과정과 평가 방향

문제점 
- 팀별 촬영 장소가 다르고 자주 변경되다 보니 수업시간에 개별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생김. 
- 긴 시간 동안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음.
- 원래 의도했던 시수 계획보다 UCC 제작 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 
- 팀별 제작에 필요한 시간 차이가 큼.

개선 방향ㆍ노력

- 물질의 상태 변화는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예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친숙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예를 찾아보며 이론을 학습하고 과학이론을 적용하여 
가사를 쓰고 UCC로 제작해 보며 그 안에서 필요한 배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함.

-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결과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ㆍ성장 중심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
트 활동을 통해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주력하고 있음. 

-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교사의 칭찬과 중간 피드백이 더 필요함.

- 먼저 끝난 학생들이 기다리는 동안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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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기술
가정 식단구성 프로젝트

  녹색 식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단 구성 방법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강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가정생활과 안전 시수 8

관련 단원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주요 활동 내용 녹색식생활 의미 알기 / 1일 권장섭취량 파악 / 생애주기이해 / 식단 작성

성취 기준 [가9151-1] 녹색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한국형 식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공유 활동 ‘한식의 세계화’, ‘생로병사의 비밀’ 감상, 1일 활동량에 따른 칼로리 알아보기 

활용 자료 활동지, ppt, 미디어자료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추구하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식단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한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의미 파악
Ÿ 1일 권장섭취량 이해, 1일 활동량 및 체형에 적합한 칼로리 계산
Ÿ 식품군별 1일 섭취권장횟수에 따른 식사분배 및 식단 계획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한식(비빔밥)의 세계화 시청 후 지속가능한 식생활 의미 파악
Ÿ BMI 및 활동량에 따른 칼로리 계산을 통한 자신의 섭취 실태 파악하기
Ÿ ‘생로병사의 비밀’ 감상 -> 올바른 식품 섭취와 식품군별 섭취 횟수 이해 
Ÿ 노인과 유아의 신체특성 분석 -> 생애주기에 따른 식단 구성 실천

성취 역량 공유
Ÿ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실천 사항 공유
Ÿ 청소년의 1일 식단 계획 후 평가
Ÿ 노인과 유아 식단 모둠별 공유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관찰평가, 동료상호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활동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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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기술・가정 단원명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차시 6
(교과)

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수업
주제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식단 작성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성취

기준
 [가9151-1] 녹색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한국형 식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
Ÿ 고칼로리 서양음식 속에서의 한식의 장

점 고취
Ÿ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관련된 자료 제공

Ÿ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 발견
Ÿ 건강, 배려, 감사가 있는 나만의 비빔

밥 재료 선정
Ÿ 일상에서의 지속가능한 실천방법 모색

2 식단작성의 중요성
Ÿ 청소년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 
Ÿ 식품군별 섭취 횟수 안내

Ÿ 청소년 영양의 중요성 파악
Ÿ 1일 권장섭취량의 의미 이해
Ÿ 식품군별 섭취횟수에 따른 끼니 분배

3
한 끼의 메뉴선정 

개인별 1일 필요 칼로리 

Ÿ 끼니별 횟수에 따른 한 끼의 식사계획  
Ÿ 활동량 및 비만도에 따른 자신의 1일 

섭취량 설명

Ÿ 끼니별 횟수에 따른 한 끼의 메뉴결정
Ÿ 자신의 체형과 활동량을 적용한 1일 

필요 칼로리 계산

4 현대인의 식생활 분석
Ÿ 현대인의 위험한 식생활과 관련된 두 

편의 동영상 준비 – 단백질, 당

Ÿ 올바른 단백질과 당 섭취 방법 이해
Ÿ 1일 단백질 및 당 섭취량 파악
Ÿ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천사항 모색 

5 식단 작성의 실제

Ÿ 식품군별 1회 분량 사진 제공 및 설명
Ÿ 식단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설명
Ÿ 모둠별 역할 배분
Ÿ 모둠활동 결과 공유 및 자체평가 실행

Ÿ 맡은 역할(예산, 재료선정, 제철식품, 
평가자)에 따라 하루 두 끼 식단 작성 

Ÿ 모둠별 공유 후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타 모둠 식단 평가 실시 

6
생애주기에 따른 식단작성

-노인기

Ÿ 노인기 신체특징 자료 제공
Ÿ 노인기 식단에 대한 모둠별 결과 공유 

후 피드백 제공

Ÿ 자료를 통한 노인기 신체 특징 분석
Ÿ 신체 특징에 맞는 식사형태 파악하기
Ÿ 파악된 식사형태에 맞는 식단 작성
Ÿ 모둠별 공유

7
생애주기에 따른 식단작성

-유아기

Ÿ 유아기 신체특징 자료 제공
Ÿ 유아기 식단에 대한 모둠별 결과 공유 

후 피드백 제공

Ÿ 자료를 통한 유아기 신체 특징 분석
Ÿ 신체 특징에 맞는 식사형태 파악하기
Ÿ 파악된 식사형태에 맞는 식단 작성
Ÿ 모둠별 공유

8 평가
Ÿ 한국인 1일 권장 섭취량 및 노인기,  

유아기에 관한 과제 선정
Ÿ 과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 제시

Ÿ 주어진 조거에 맞는 식단 작성을 통한 
결과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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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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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 59 -

◆ 관련 학습 자료

동영상 1. kbs2_30분 다큐_‘한식의 세계화’
동영상 2. kbs_생로병사의 비밀 ‘단백질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동영상 3. kbs_생로병사의 비밀 607회
          ‘당줄이고 당당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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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교육과정과 평가 방향

문제점: 
- 가정생활과 관련된 수업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이 있으나, 교실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몸소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가족 구
성원으로서 가정 내에서 현재 맡은 역할이 크지 않아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식단 작성 후 실천해보는 평가는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부담스러워함. 학교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실천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개선 방향ㆍ노력: 

- 수업 방법 개선: 조건을 변화하여 반복적으로 식단 작성을 시도하였고, 시각자료와 동영상, 꾸준한 
질문과 모둠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성취기준 도달여부를 판단하였고, 학교 급식 메뉴를 이용한 
재료 분석 활동 등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되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함.  

- 평가 방법 개선: 지필평가를 학기말 1회만 실시하여 평가를 위한 진도 확보의 압박에서 벗어남. 지
필 평가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지필 30, 수행 70점) 결과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ㆍ성장 중심 평가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앎을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에 주력하고, 
학생의 배움 수준과 성장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해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방안 과제: 급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가공 식품 적게 섭취하기, 식사준비 도와주
기 등의 일지 기록을 통한 과제 부여를 통한 실천사항 점검을 평가로 반영해도 좋을 듯합니다. 

식단 작성과 구입, 실습으로의 연계 수업: 주당 한 시간의 수업시간으로 음식실습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당 2시간의 수업이 가능하다면 모둠별 한 끼 식단에 필요한 재료비를 직접 알아보고, 조리법, 조리시간도 스
스로 탐색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모둠의 식단으로 조리실습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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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미술 우리 마을 간판 만들기 -‘간판제작’프로젝트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창의적사고 역량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표현 시수 10
주요 활동 내용 마을 간판 비평하기/간판 리-디자인 아이디어 토의하기/간판 제작하기

성취 기준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유 활동 모둠 공유
활용 자료 직접 찍어온 마을의 간판 사진, 리-디자인 작가 알렉산더 멘디니 작품을 시청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밖에 나와 걸으며 가장 많이 접하는 간판의 미적 요소는 무엇일까?  

문제점 공유
- 해결방안 모색



Ÿ 우리 마을의 간판을 촬영, 이후 모둠별로 아름다운 간판과 아름답지 않
은 간판을 나누어 그 이유를 서술한다. (비평 활동)

Ÿ 아름답지 않은 간판의 미적 문제점을 보완할 리-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작한다.

해결 방안 탐색, 토의


Ÿ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품의 재료, 기법, 용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설계도를 제작한다. 
Ÿ 제작한 설계도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간판을 모둠별로 제작한다.

성취 역량 공유
Ÿ 동료평가로 작품 제작과정을 성찰하고, 모둠원 개인별로 기여도를 평가

한다.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수업 참여도, 관찰법, 동료평가, 설계도,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수시 평가 및 결과물 평가
Ÿ 평가 기준: 제작한 간판의 시각적 효과, 모둠활동의 협동성, 작품의 완성도, 발표태도의 적극성
Ÿ 평가 기록: 동료 평가지, 작품 비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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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미술 단원명 우리 마을 간판 차시 10
미술교과

핵심역량

창의융합 역량
시각적 소통역량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역량
수업
주제

 우리 마을 간판 리-디자인 프로젝트

성취

기준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학생 활동

1 우리 마을 주변의 간판
Ÿ 간판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생활 속의 간판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한다. 
Ÿ 송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파악하고, 업종별로 분류한다.
    => 업종별 간판의 특성에 대해 고민 해 본다. (색채, 폰트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 해 봄)  

2 우리 마을 주변의 간판

3
우리 마을 주변의 간판 

비평하기
Ÿ 송우리 마을에 있는 다양한 간판 사진을 촬영한다. 
Ÿ 모둠원끼리 촬영해 온 사진들을 모아 함께 색채, 폰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아름다운 이유/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토론한다. 
Ÿ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4절지에 비평지를 제작한다.4

우리 마을 주변의 간판 
비평하기

5
비평 내용을 바탕으로 리 

디자인 하기
Ÿ 모둠별로 가장 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간판을 선정한다.
Ÿ 선정되어야 할 요소를 골라 작품 설계도를 제작한다.
Ÿ 설계도 제작에 았어 재료, 형태, 색채, 폰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한다. 6
비평 내용을 바탕으로 리 

디자인 하기

7 간판 제작하기

Ÿ 아크릴 판, 하드보드지, 아크릴 물감, 외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마을의 간판을 제작한다. 

Ÿ 제작한 후, 설계도와 비평지를 총합하여 작품 제작과정을 성찰한다.

8 간판 제작하기

9 간판 제작하기

10 간판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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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송우리� 간판제작� 프로젝트:� Re� Design� Songwoo
학년   반   번호  이름

리� 디자인이란?:� ‘다시� 디자인하다.’라는� 뜻으로� 의미� 있는�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

1.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발표한 간판들 한 가운데에서 리디자인 할 가게간판을 고르세요.

 ① 고른 가게/간판:
 ② 어디에 있는 가게인가요?:
 ③ 고른 이유는?:

2. 함께 분석 해 봅시다. (가게 분석)

 ① 해당 가게의 업종은?

 ② 주로 파는 물건/서비스 는?

 ③ 해당 가게의 주요 고객층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여성 / 남성 / 성별 관련 없음 )

3. 요모조모 간판 분석

      ① 해당 가게의 현재 간판 디자인의 느낌은?

 
 ②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된다고 생각하는지?

 ③ 간판의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④ 간판의 어떤 점을 그대로 두고 싶은지?

 ⑤ 가게의 컨셉, 파는 물건 을 잘 보여주려면 어떤 느낌으로 디자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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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봅시다. (1명당 3개의 스케치)

  ① 미술실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번 간판 제작에 쓸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스케치에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했나요?

 *이 스케치에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했나요?

 *이 스케치에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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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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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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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작품을 제작할 때 다양한 재료를 주었으나, 아이들이 재료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재료를 구비하고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 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에서 미술 비평에 대한 언급과 사전 안내가 없었다. 있었으면 비평 활동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적극성, 능동성이 요구되는 활동이었는데, 일부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가 모둠 활동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의 다양한 장르를 언급하려는 욕심은 있었으나 학생들이 

바르게 단계적으로 소화할 비계가 부족했으며, 제작 기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개선 방향ㆍ노력: 

- 재료를 사용하는 예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재료에 대한 탐구
를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간판을 제작하기에 앞서, 미술 비평 활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다양한 비평론을 학습하는 기회를 
사전에 가졌으면 다양한 표현으로 간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둠별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 외에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도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환경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닌, 간판의 주목적인 주목성과 명시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
하여 주목성과 명시성을 고려한 간판 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 하나의 장르를 정해서 간판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지만, 심도 있
고 미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엔 디자인 장르를 한정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간판 제작 이전에 학습지나, 소모둠 활동을 통해 환경 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을 학습하도록 학습지
를 제작하여 나누어주거나, 작은 표현 활동을 했으면 보다 비계가 잘 성립 되었을 것이다.

- 간판 제작의 단계가 방대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제작 과정에서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을 간소화, 세분
화하여 학생들이 제작할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막연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숙지하는 것에 어려움
을 겪었으므로, 리-디자인을 할 만한 학습지를 추가로 제작하거나, 수업 시수를 더 길게 잡아서 간
판 프로젝트 이전에 학생들에게 미술비평 활동을 하였다면 보다 간판에 대한 미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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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음악  ‘같이’의 가치 – 리코더 2중주 프로젝트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표현(기악) 시수 12

관련 단원 1. 도전, 음악 속으로  (3) 악기 연주의 즐거움 

주요 활동 내용 리코더 연주법 익히기/ 악상을 만들어 리코더 2중주 연주하기/ 발표회

성취 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악기로 연주한다.
[9음01-03] 악곡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공유 활동 학급 리코더 연주회

활용 자료 리코더 기초 교본, 2중주 악보,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삼각대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 표현 방법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리코더 운지법 익히기
Ÿ 악상이 있는 음악과 없는 악곡을 듣고 악상의 역할 이해하기
Ÿ 모둠만의 악상 만들어 리코더 2중주 연주해보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리코더 교본 20단계 연주하기
Ÿ 리코더 2중주 연주하기에서 연습 과정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하기
Ÿ 우리 모둠만의 악상을 만들어 리코더 2중주 연주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모둠별 연습 영상을 통한 연주 분석
Ÿ 학급 모둠별 리코더 2중주 연주회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과정평가, 실기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동료 및 과정평가, 과정별 실력 향상에 따른 평가
Ÿ 평가 기록: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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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음악 단원명 악기 연주의 즐거움 차시 12
음악교과

핵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음악적소통역량

수업
주제

 리코더 2중주 연주하기

성취

기준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악기로 연주한다.
[9음01-03] 악곡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Ÿ 리코더 단계별 학습 – 1~3단계
Ÿ 계이름, 박자의 개념 이해 및 기본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 제공
Ÿ 리코더 운지법 파악하기
Ÿ 연습곡을 통한 리코더 연주법 습득

2 Ÿ 리코더 단계별 학습 – 4~5단계
Ÿ 계이름, 박자의 개념 이해 및 기본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 제공
Ÿ 리코더 운지법 파악하기
Ÿ 연습곡을 통한 리코더 연주법 습득

3
Ÿ 리코더 단계별 학습 – 6~11단

계
Ÿ 중·저음역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 제공 Ÿ 리코더 운지법 파악하기

Ÿ 연습곡을 통한 리코더 연주법 습득

4
Ÿ 리코더 단계별 학습 – 12~15단

계
Ÿ 고음역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 제공 Ÿ 리코더 운지법 파악하기

Ÿ 연습곡을 통한 리코더 연주법 습득

5
Ÿ 리코더 단계별 학습 – 16~20단

계
Ÿ 변음 운지법을 위한 연습곡 제공 Ÿ 리코더 운지법 파악 및 연주곡 

6 Ÿ 리코더 2중주 ①
Ÿ 리코더 2중주 연습을 위한 악곡 제공
Ÿ <학교가는 길> 2중주 악곡 제공
Ÿ 소프라노, 알토 파트 연습방법 안내

Ÿ 모둠별 소프라노, 알토 정하기
Ÿ 연습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7 Ÿ 리코더 2중주 ②
Ÿ <학교가는 길> 2중주 악곡 제공
Ÿ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된 모둠별

연주 영상 피드백 제공

Ÿ 모둠별 소프라노, 알토 정하여 연습
Ÿ 연연습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Ÿ 친구 연주 영상 감상 및 동료상호평가

8 Ÿ 리코더 2중주 ③
Ÿ <학교가는 길> 2중주 악곡 제공
Ÿ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된 모둠별

연주 영상 피드백 제공

Ÿ 모둠별 소프라노, 알토 정하여 연습
Ÿ 연습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Ÿ 친구 연주 영상 감상 및 동료상호평가

9
Ÿ 리코더 2중주 ➃
Ÿ 악상이 음악에 미치는 영향

Ÿ <학교가는 길> 2중주 악곡 제공
Ÿ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된 모둠별

연주 영상 피드백 제공

Ÿ 리코더 교본 악곡에 악상 만들고 악
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직접 비
교해보기 

Ÿ 연습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10
Ÿ 악상 만들어 나만의 음악으로 
    표현하기
Ÿ 리코더 2중주 ➄

Ÿ 악곡을 악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시범 연주 

Ÿ 모둠별 악상 만들기 기준 안내
Ÿ 완성본 구글 클래스룸에 사진으로 

제출하는 법 안내

Ÿ 리코더 교본 악곡에 악상 만들고 악
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직접 비
교해보기 

Ÿ 리코더 2중주곡에 모둠만의 악상 만
들어보기

Ÿ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11 Ÿ 악상 살려 리코더 2중주 연주하기 Ÿ 모둠별 완성된 악상 피드백 제공 Ÿ 완성된 악상 수정하기
Ÿ 모둠별 최종 연습하기

12 Ÿ 리코더 2중주 최종 연주회 Ÿ 모둠별 완성곡 연주시 유의점 설명 Ÿ 친구 연주 감상하기
Ÿ 감상평 및 동료상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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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1. 리코더 교본 및 운지법을 위한 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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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코더 2중주 연습해보기

3. 리코더 2중주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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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둠만의 악상 만들어 리코더 연주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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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연습 영상 업로드 및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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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만의 악상 만들기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모둠별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악곡을 완성해나가는데 속도 차이가 남. 
- 구글 클래스룸 활용, 유튜브 연습 영상 업로드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등 수업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음.  
- 더 좋은 환경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 능

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수업에서의 공동지도 및 지속적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 
필요함.

개선 방향ㆍ노력 

-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나가는데 몇 차시에 걸친 연습 시간이 필요함. 자칫하면 연습 중간에 늘어질 
수 있었으나 온라인 공유 프로그램에 연습 영상 업로드와 이에 따른 피드백을 매 시간 제공하여 연
습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았음. 친구의 연습 영상을 통해 함께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
며 교사의 피드백만이 아닌 친구의 피드백에 집중도가 향상됨. 구글 클래스룸에 기록된 피드백을 
과정 평가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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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영어  교실 속 세계 여행 -‘영어독서’프로젝트

  책을 통해 다양한 세상을 간접 경험하고 

이야기 이어쓰기를 통해 창의적사고 역량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독서 활동과 연계한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읽기, 쓰기 시수 8

관련 단원
Lesson 6. Into Outer Space 
Lesson 7. Can I Trust It?

주요 활동 내용 책 Fly Away Home 읽기, 후속편 작성 및 책 표지 만들기

성취 기준

[9영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9영03-05]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4-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공유 활동 후속편 작성 및 발표, 책 표지 만들기

활용 자료 PPT자료, 학습지, 4절 도화지, 채색도구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문장에서 although, 목적격 관계대명사 활용 이해, as~as 구문 활용하여 

표현하기
Ÿ 화자의 상황ㆍ감정ㆍ욕구 파악, 공감하며 읽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인물 관계도 그리기
Ÿ 1년 뒤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여 Fly Away Home 2 쓰기

성취 역량 공유 Ÿ Fly Away Home 2 책 표지 만들기 및 발표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과정평가(학습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개별 및 모둠별 평가 기록, 평가 이력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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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영어 단원명
Lesson 6. Into Outer Space 
Lesson 7. Can I Trust It? 차시 8

영어교과

핵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공동체 역량

수업
주제

 영어 독서 및 책 표지 만들기

성취

기준

[9영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9영03-05]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4-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학습 활동

1
내용 예측과 배경지식 활성화 

및 주요 어휘 학습

Ÿ 책 표지 보며 내용 예측하기
  -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 Where are they?
  - How do they look?
Ÿ 배경지식 활성화 하기
  - 노숙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거, 식사, 직업, 가족, 희망 등의 범주)
Ÿ 주요 어휘 학습
  - 장소(공항), 사람, 물건 등의 범주

2 읽기 활동 1

Ÿ 인물 관계 및 상황 파악
  - 첫 페이지를 읽은 다음 주인공과 아버지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 교환
Ÿ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읽기
  - 주인공과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고 모둠끼리 
    의견 교환
Ÿ 문장 속 although 구문 이해 및 활용

3 읽기 활동 2

Ÿ 등장인물 정리 및 해결할 문제 파악
  - 이야기가 일어난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쓰기
  - 등장인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정리 및 발표
Ÿ 문장 속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해 및 활용

4 읽기 활동 3
Ÿ 내용 이해 확인
  - 인물 관계도 그리고 모둠별로 이야기하기

5 읽기 후 활동

Ÿ 요약활동
  -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관련된 그림 그리기
Ÿ 종합활동
  - 내가 주인공이라면? → If I were 활용하여 가정하기
  - 책 내용과 관련하여 as~as 구문 활용하여 문장 쓰기

6 이야기 이어쓰기
Ÿ 1년 뒤 등장인물들의 상황에 대해 상상해보기
Ÿ 이를 바탕으로 Fly Away Home 2 쓰기

7 책 표지 만들기
Ÿ Fly Away Home 2의 표지 만들기
  -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리고 발표하기

8 책 표지 전시
Ÿ 친구들이 만든 책 표지 감상
Ÿ 마음에 드는 작품에 스티커 붙이기
Ÿ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작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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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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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습 자료

< Fly Away Home(Eve Bunting) >

  사실적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실제 사회적 문제를 반

영하여 학생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 아빠와 함께 공항에서 노숙하는 아이의 시각에서 

노숙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노숙자에 대해서 가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인공 아이와 

주변 인물에게 공감하면서 책을 읽도록 함. 수채화로 처리된 삽

화는 소년과 아빠를 매번 가장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사회

의 변두리에 속한 노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을 은연중에 보여줌. 열린 결말을 통

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적 암시를 주고 있음.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독서 주제와 관련해서 영어교과에서만 다뤘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할 수 있는 기

회가 차단된 것이 아쉬움. 

개선 방향ㆍ노력: 

    - 독서 주제를 여러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할 경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노숙자, 경제상황 등의 사회적 문제 → 사회교과
    ∙Fly Away Home 2 책 표지 만들기 → 미술교과
    ∙‘공항’의 기능적 역할 / 주인공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 집 → 기술교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토의 → 국어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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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영어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광고’프로젝트

  광고 슬로건의 특징을 배우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사고 역량 및 쓰기역량을 키우는 활동
-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시수 11

관련 단원 Lesson 8. Let’s go to the world’s festival

주요 활동 내용 읽기 활동/ 슬로건 맞추기/ 슬로건·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성취 기준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44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쓸 수 있다.

공유 활동 모둠원의 피드백 받기

활용 자료 화이트보드, 보드 마카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광고 슬로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세계 축제에 대한 본문 읽기
Ÿ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도 파악하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selling point와 target을 정한 후 슬로건 만들기
Ÿ 각 축제에서 판매할 상품/ 서비스 정하기
Ÿ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 받기
Ÿ 광고 포스터 만들어 게시하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사업에 대한 계획 후 계획서 작성하기 
Ÿ 평가 기준:  상품의 장점을 살려 주어진 구문에 맞춰 영작하기
Ÿ 평가 기록:  개별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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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영어 단원명
Lesson3. Let’s go to the World’s 

Festival 차시 11
영어교과

핵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수업
주제

 세계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광고 슬로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성취

기준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영중944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쓸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세계의 축제에 대해 알아보기 Ÿ 세계축제에 대한 영상 보여주기 Ÿ 영상을 보고 어떤 축제인지 추측하기

2

 본문 읽기 활동 Ÿ 본문이 나와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
고 각 축제에 대한 질문 활동 제공
하기 

Ÿ 본문을 읽고 활동지 풀기
Ÿ 본문 해석 활동지 작성하기

3

4

5

6 문법 활동

Ÿ 강조 구문 it ~ that에 대한 활동지 
제공하기

Ÿ so 형용사 that 구문에 대한 활동지 
제공하기

Ÿ 활동지를 통해 문법 구문의 특지을 
이해하고 영작하기

7 광고 슬로건 맞추기
Ÿ 영어로 된 광고 슬로건에 대한 퀴즈 

ppt 보여주기
Ÿ 화이트 보드/ 보드 마카 제공하기

Ÿ 모둠별로 영어 슬로건을 보고 상품 
및 회사 추측하기

8 광고 슬로건 제작하기
Ÿ 세 가지 상품을 정하고 그에 대한 

슬로건 제작 활동지 제작하기
Ÿ 화이트 보드/ 보드 마카 제공하기

Ÿ 모둠별로 각 상품의 장점(selling 
point)과 소비 대상(target)을 정해 
슬로건 제작하기

9 사업계획서 구상하기
Ÿ 축제 분석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활

동지 제공하기

Ÿ 본문에서 축제를 정해 특징 및 방문
객에 대해 분석하고 판매하고자하는 
상품 정하기

10 사업계획서 작성하기(평가) Ÿ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하기 Ÿ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11 광고 포스터 제작하기 Ÿ 색지, 색연필, 싸인펜 제공하기 Ÿ 자신이 만든 슬로건으로 포스터 제
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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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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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학생들이 광고 슬로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함.
-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는 경우 슬로건 만드는 걸 어려워함. 
- 창작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 및 활동이 부족함.

개선 방향ㆍ노력: 

- 광고 슬로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 단계적인 활동 및 활동지가 필요함. 
- 영어사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들이 서로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피드백 하는 시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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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한문  한문 마인드 맵 만들기   

  한문과 한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인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려는 가치관을 형성하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한문의 활용 시수 4

관련 단원 Ⅰ. 한자를 만드는 방법

주요 활동 내용 한자, 한문 자료 재구성 / 한자, 한문의 의미 찾기 / 한문 마인드 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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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활동 우수 작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활용 자료 한문 수업 학습지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한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였으며, 우리 문화와 역사에 어

떤 영향을 주어 왔을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한문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의미 찾아내기
Ÿ 한문에 대한 마인드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계획하고 실행하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한문에 대한 자료 분석하여 정리하기 
Ÿ 한문에 대한 자료를 시각화하기 
Ÿ 한문에 대한 마인드맵을 완성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우수 작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사전 안내 및 숙지로 활동 방향 정하기
Ÿ 평가 기록: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교사 평가의 결과를 확인하며 피드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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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한문 단원명 Ⅰ. 한자를 만드는 방법 차시 4
한문교과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력
정보처리 능력

수업
주제

 한문 마인드맵 만들기

성취

기준

[9한05-01] 한문 기록에 답긴 우리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한문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Ÿ 교과서를 참고해서 주어진 학습지 

풀어보고, 함께 답을 알아보는 활동 
유도

Ÿ 주어진 학습지에서 한문에 대한 정
보를 생각하고 정리하기

2 한문과 관련된 이미지 살펴보기
Ÿ 한문과 관련된 이미지를 살펴보며 

학생들이 더 열린 사고를 촉발함. 

Ÿ 한문과 관련된 이미지를 살펴보고 
한문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정
리하기

3 한문과 관련된 이미지 만들기
Ÿ 한문 마인드맵에 사용할 각자의 이

미지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Ÿ 한문 마인드맵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을 함. 

4 한문 마인드 맵 완성하기
Ÿ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한문 

마인드맵을 완성하도록 유도함. 
Ÿ 준비된 자료를 잘 구성하여 한문 마

인드맵을 완성함.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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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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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전문적 지식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난이도 있는 과제가 주어지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누

군가 알려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관찰됨.
- 좀 더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짜인 수업 디자인이 필요함.

개선 방향ㆍ노력: 

- 활동 중에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으로 유도함.
-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

들을 볼 수 있기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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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한문  한문 성어 신문 만들기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교과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영역 한문의 활용 시수 4

관련 단원 Ⅱ. 둘이지만 하나

주요 활동 내용
성어의 겉뜻과 속뜻 알아보기 / 신문 기사 작성 요령 살펴보기 

/ 성어를 활용한 신문 기사 작성하기

성취 기준  [9한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공유 활동 우수 작품 학교 홈페이지 탑재

활용 자료 한문 수업 학습지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성어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성어가 활용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Ÿ 제시된 성어를 풀이하고 속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Ÿ 신문에서 활용된 성어의 예를 보고 신문 작성 요령 알아보기
Ÿ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 작성하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Ÿ 성어의 속뜻을 정확히 정리하기 
Ÿ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의 제목 정하기
Ÿ 성어의 속뜻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상황의 신문 기사 작성하기 

성취 역량 공유 Ÿ 우수 작품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사전 안내 및 숙지로 활동 방향 정하기
Ÿ 평가 기록: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교사 평가의 결과를 확인하며 피드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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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한문 단원명 08. 겉뜻과 속뜻 차시 4
한문교과

핵심역량
정보처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수업
주제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 작성하기

성취

기준
 [9한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
여러 가지 성어의 

겉뜻과 속뜻 알아보기
Ÿ 몇 가지 성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겉뜻과 속뜻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함. 
Ÿ 제시된 성어어의 겉뜻과 속뜻을 생

각해 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봄. 

2
신문 작성 요령 알아보고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 제목 정하기

Ÿ 신문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학생들
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학습한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의 제목
을 정하도록 유도함.

Ÿ 신문 작성 요령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습한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의 제목을 정함.  

3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 

작성하기
Ÿ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함. 
Ÿ 성어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작성

함. 

4
신문 기사이 내용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 신문을 완성하기
Ÿ 신문 기사를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

려 신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Ÿ 신문 기사를 잘 나타내는 그림을 그

려 신문을 완성함.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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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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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학생들이 평소에 하던 활동보다 다소 생소한 과제가 주어지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하고 못하겠다

는 표현을 많이 함.

개선 방향ㆍ노력: 

-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며 활동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지에 맞게 잘 활동을 함.

- ‘성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광고나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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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앎을 실천하는 수업

 3  교과ㆍ창제 융합 프로젝트 수업 사례

뮤지컬 ‘나’가 아닌 ‘우리’- 함께 만드는 뮤지컬 … 95쪽

사회

탐구 질문 
시놉시스 짜기

국어

스토리보드 작성 
대본 창작

음악

뮤지컬 특성 이해
음악 선정 및 작사

미술

무대 미술
포스터 제작

체육

뮤지컬 창작 안무

가정

의상 및 소품 제작

사회
환경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자·스·민’프로젝트 … 112쪽

사회 

◾ 환경, 자원 개념
◾ 생활 속 이슈 선정
◾ 자료 검색 및 해결안 모색
◾ 실천 방안 프로젝트 계획

          국어
 

◾ 주장하는 글의 특성
◾ 생활 속 이슈 토론
◾ 주장하는 글쓰기
◾ 해결 방안 공유하기

에너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너지를 지키자’프로젝트 … 119쪽

과학 

◾ 탐구 질문 – 전기 발생
◾ 전류와 힘 이해
◾ 실험 - 전동기, 발전기 원리 이해

        기술가정
 

◾ 탐구 질문 – 화석에너지의 문제
◾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
◾ 나만의 풍력 발전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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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나’가 아닌 ‘우리’

우리가 함께 만드는 뮤지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사고 역량과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계기 교육과 연계한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관련 교과 사회, 국어, 음악, 미술, 체육, 가정 시수 16차시

관련 단원

Ÿ 사회: 7. 개인과 사회생활   
Ÿ 국어: 2. 마음이 크는 자리  (1) 창조적 재구성
Ÿ 음악: Ⅳ. 융합, 벽을 넘어서 – 03. 학급 뮤지컬 만들기
Ÿ 체육: 5.표현 (1)스포츠표현 
Ÿ 미술: 분장미술
Ÿ 가정: 3-2. 의복관리와 재활용

성장 목표

ㆍ

학습 개요

노래와 춤, 연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무대예술인 ‘뮤지컬’ 창작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과의 핵심역량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사회 시간 현대사회 문제를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 보는 과정을 통해 시놉시스를 완성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고, 국어 시간에는 이를 대본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희곡의 
특성과 구성 단계를 이해하고 창의적 글쓰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수용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음악을 
만나는 작곡과 작사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삶에서 예술을 주체적으로 만나고 수용하는 새로운 각도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워줄 것이다. 미술 수업을 통해 무대배경을 준비하며, 가정 수업에서 소품 제작, 
체육의 안무가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을 하며 각 교과의 핵심 역량을 
성장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인 소통능력,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자세 등을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며, 노래, 악기연주, 춤, 연기, 미술, 컴퓨터, 연출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도 있다.

성취 기준

Ÿ [9사(일사)01-01]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

Ÿ [9사(일사)01-03]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Ÿ [9국05-08]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Ÿ [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Ÿ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Ÿ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Ÿ [9체04-02] 스포츠 표현의 동작과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한다.
Ÿ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
Ÿ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Ÿ [9기가03-02] 의복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
Ÿ [9기가03-03]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

공유 활동
Ÿ 구글문서를 활용한 뮤지컬 대본 공유
Ÿ 유튜브를 활용한 자료 공유 
Ÿ 학년 뮤지컬 합동 공연 관람 및 우수 작품 축제 공연

활용 자료 영화, 활동지, ppt 수업 자료, 핸드폰, 크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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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사회 -시놉시스 

⚫음악 -뮤지컬이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화 <위대한 쇼맨>을 보고 일반 영화와 뮤지컬 영화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볼까요?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국어 -대본 창작

⚫음악 -뮤지컬 이해

<국어>

Ÿ 희곡의 특성, 구성 단계, 제약, 희곡의 원리 이해
Ÿ 콘티 짜기 -> 뮤지컬 대본 쓰기 공동 창작 작업
<음악>

Ÿ 뮤지컬 영화를 통해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Ÿ 음악의 역할에 따른 뮤지컬의 구성요소 이해하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음악 - 음악 작업, 

장면 연습

⚫미술 - 무대미술, 

포스터 제작 

⚫체육 - 창작 안무

⚫가정 - 의상 제작

<음악>

Ÿ 우리 모둠의 극본 만들기 → 극본에 어울리는 음악 선정하
기

Ÿ 극본의 흐름에 맞게 음악의 가사 바꾸기
Ÿ 대본을 무대로 연출하기 → 모둠별 장면연습
<체육>

Ÿ 스포츠 표현의 특성과 원리가 반영된 창작안무를 구성하기.
Ÿ 스포츠 표현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포츠에 존재하는 미적인 요

소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미술>

Ÿ 분장 미술의 기원과 현재 분장미술의 다양한 활용을 학습
Ÿ 얼굴 도안을 제작->얼굴과 팔을 매체로 다양하게 작업.
Ÿ 무대 미술의 다양한 요소와 
<가정>

Ÿ 등장인물의 특징과 배경에 어울리는 무대 의상 제작

성취 역량 

공유

Ÿ 장면 연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
Ÿ 학급 공연 → 학년 공연 → 우수작품 축제 (한빛제) 공연
Ÿ 동영상 제작 및 공유
Ÿ 평가 나눔 및 감상문 쓰기 (국어)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단계적 수행평가, 관찰평가, 동료 및 자기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단계적 수행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수행평가 및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유튜브를 활용한 성장활동 기록 및 모둠 활동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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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사회 단원명 7. 개인과 사회생활 차시 3
사회교과

핵심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수업
주제

 사회문제 및 학교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놉시스 작성하기

성취

기준

 [9사01-01]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한다.
 [9사(일사)01-03]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 주제 선정하기
Ÿ 현대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선정하기

2~3
아이디어 회의 및 

시놉시스 작성
Ÿ 주제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 및 사건(갈등과 해결)을 담은 

시놉시스 쓰기 

교과 국어 단원명
 2. 마음이 크는 자리  

(1) 창조적 재구성 차시 8차시
국어교과

핵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수업
주제

 뮤지컬 대본 창작하기 -> 공연 경험 감상문 쓰기 -> 고쳐 쓰기

성취

기준

 [9국05-08]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9국03-09]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2 희곡의 이해 Ÿ 희곡의 정의, 구성 요소, 특성, 구성 단계, 희곡 작품 맛보기

3~10 뮤지컬 대본 창작

Ÿ 대본 개요 짜기, 역할 분담
Ÿ 콘티 짜기
Ÿ 대본 쓰기 공동 작업 
    (온라인 공유 작업을 통해 상호 교류 및 즉각적 피드백)
Ÿ 고쳐 쓰기
Ÿ 동료 상호 평가

11~13
뮤지컬 공연 감상문 쓰기

& 고쳐 쓰기

Ÿ 공연 제작 경험에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함양

Ÿ 고쳐 쓰기 원리에 따라 감상문 고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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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음악 단원명
Ⅳ. 융합, 벽을 넘어서 

– 03. 학급 뮤지컬 만들기 차시 32
음악교과

핵심역량
심미적감수성역량
창의융합사고역량

수업
주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뮤지컬

성취

기준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른다.
 [9음02-01]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사 활동 학생 활동

1-2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감상

Ÿ 뮤지컬을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뮤지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영화 선정하기

Ÿ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닌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하며 영화 감상하기

3-4 뮤지컬 개론 : 뮤지컬 이론 이해
Ÿ <위대한 쇼맨>의 음악과 장면을 연

결 지어 학생들의 뮤지컬 음악에 대
한 이해 돕기

Ÿ 영화 속 장면을 생각하며 뮤지컬의 
구성요소 탐구하기

5-6 대본을 무대로 연출하기
Ÿ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대본을 무대

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학습 돕기
Ÿ 준비된 다섯 가지의 소품을 활용하

여 장면 연출하기

7 대본에 어울리는 음악 선정하기
Ÿ 모둠별 시놉시스를 읽고 음악으로 

연출할 부분에 대해 조언하기 
Ÿ 모둠별 창작 대본에 어울리는 음악 

선정하기

8-10 극본에 맞게 가사 개사하기
Ÿ 적절한 파트 분배로 모두가 함께 가

사를 개사할 수 있도록 이끌기

Ÿ 극본을 바르게 이해하여 음악으로 
표현할 내용을 토의하고 가사 창작
하기

11 극에 어울리는 역할 배정
Ÿ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한 적절한 역

할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Ÿ 뮤지컬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탐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 선택하기

12-19 장면연습
Ÿ 원활한 장면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도하기
Ÿ 매시간 장면연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활동 공유하기

20-30 전체적인 연습 및 강사 코티칭
Ÿ A, B팀의 전체적인 연습을 보고 개

선사항 조언하기
Ÿ 뮤지컬 강사선생님의 티칭을 참고하

여 완성도 높은 뮤지컬 준비하기

31-32 뮤지컬 공연
Ÿ 원활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

품 및 무대 장비 준비하기
Ÿ 공연 에티켓을 지켜 공연하고 관람 

예절을 준수하며 공연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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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체육 단원명  5.표현 (1)스포츠표현 차시 9차시
체육교과

핵심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공동체의식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수업
주제

 스포츠표현- 뮤지컬 오프닝과 피날레 커튼콜에 필요한 창작무용 구성

성취

기준

[9체04-02] 스포츠 표현의 동작과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한다. 
[9체04-03] 스포츠 표현의 특성과 원리가 반영된 작품 또는 활동을 구성하고 발표하며, 작품에 나타
난 표현 요소와 방법을 감상하고 평가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2 스포츠표현의 종류
Ÿ 다양한 스포츠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 뮤지컬 오프닝과 피날레 커튼콜의 

영상시청 및 비교 분석 하기. 

3~6 창작무용의 기초 Ÿ 창작무용 조별 선정 및 창작무용의 곡 선정 및 안무구성 

7~9 창작무용의 실제 연습 Ÿ 선정된 곡을 통해 스포츠의 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직접 표현하기.

교과 미술 단원명 분장미술 차시 4
미술교과

핵심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 융합 능력

수업
주제

 분장미술

성취

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 분장미술의 이해
분장미술의 개념에 대해 이해/신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
장 도안 작성

2 분장미술의 이해 작품 계획서를 작성

3 분장미술의 활용 분장미술 작품작업

4 분장미술의 활용 분장미술 작품작업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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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사회과 배움 활동지

◆ 국어과 배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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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배움 활동지

차시 활동 주제 활동지

1-2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감상

3-4
뮤지컬 개론 

: 뮤지컬 이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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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뮤지컬 개론 

: 뮤지컬 이론 이해

5-6 대본을 무대로 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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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본을 무대로 연출하기

7-10

- 대본에 어울리는 

음악 선정하기

-극본에 맞게 가사 개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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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 배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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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사회시간> 시놉시스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 시놉시스 작성

 

<음악시간> 창작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오프닝, 아리아, 피날레 노래 선택 및 개사하기

<국어시간> 콘티 작성하기, 휴대폰 및 크롬북을 사용한 희곡 공동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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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간> 구글 문서를 활용한 뮤지컬 대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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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간, 음악시간> 완성된 뮤지컬 대본 + 대본에 개사한 노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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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습 자료

국어과 - PPT자료

음악과 - 뮤지컬 넘버 정리 자료, 무대디자인 계획 자료

※ 국어과, 음악과, 사회과 

참고 동영상

※ 체육과 안무 창작 참고 

동영상

※ 국어과, 음악과 참고 

뮤지컬 대본
  ∙ 뮤지컬 <레베카>
  ∙ 뮤지컬 <빨래>
  ∙ 뮤지컬 <드라큘라>
  ∙ 뮤지컬 <영웅>
  ∙ 영화 <위대한 쇼맨>

∙ 뮤지컬 <그리스>
∙ 뮤지컬 <맘마미아>

∙ 뮤지컬 <빨래>
∙ 뮤지컬 <김종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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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 분장미술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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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융합교과 간 진도 연계 조정

문제점: 
- 국어, 음악, 사회, 체육, 미술, 기술가정 등 여러 교과가 참여하는 융합프로젝트인 만큼 교과 간의 활동 

연계에서 진도 조정 문제가 생김. 
- 학생들의 활동 중간 결과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아, 교사가 피드백을 하면서 학기 초 계획했던 

진도보다 느려짐. 

개선 방향ㆍ노력: 
- 사회교과에서는 계획한 시수만큼 활동을 진행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국어교과에서 사회교과에서 마무

리 짓지 못한 시놉시스 정리를 이어서 함.  
- 국어교과에서 희곡창작하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음악교과에서는 노래 가사 개사를 진행하여 국어시

간에 창작한 대본에 개사한 노래도 추가함. 

◆ 모둠활동 및 평가 방향

문제점: 
  - 모둠 활동 및 평가이므로 학생들이 모둠 구성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함. 평소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

지 않고 방해하는 학생과 모둠으로 편성된 경우, 교과 및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호소함.
  - 모둠 활동 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둠원이 발생하여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발생함. 또한 교

사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설득, 상담, 지도하느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깊이 있
는 피드백을 해주기 어려움.

개선 방향ㆍ노력:
  - 모둠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가 협의하여 구성함.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과 상담 실시로 설득하고 격려함.
  - 공동작업 및 교사의 동시 피드백을 위해 수업 도구로 휴대폰 - <구글문서>를 활용함. 
  - 모둠 활동이긴 하지만 개인 활동 결과에 따라 평가함. (개인점수 비중을 90%, 모둠점수 비중은 10%)
  - 시놉시스, 콘티작성, 대본작성 및 공동 수정의 각 활동 과정이 끝날 때마다, 모둠상호평가를 실시함.
        

◆ 교실 인터넷 환경 및 <구글문서> 공유 과정

문제점: 
- 교실에서 크롬북과 휴대폰을 사용할 때, 무선인터넷 잡히지 않거나 느림. 학생들이 접속 시도에 수업 시

간 중 상당 부분을 보냄.
- 다른 학년, 다른 교과와 크롬북 사용이 겹치는 경우 크롬북 기자재 활용이 어려움.
- 수업 도구로 <구글문서>를 활용할 때, 학생들의 휴대폰에 <구글문서> 설치, 모둠원 및 교사와의 공유, 구

글 계정 아이디 및 비번 찾기에 시간을 소요함. 수업도구를 세팅하는 데 있어 계획했던 것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됨.   

개선 방향ㆍ노력:
  - 디지털 기반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터넷 기반 및 수업 도구 확충 지원이 필요함

휴대폰 - <구글문서>를 활용할 때의 장점
   1. 휴대폰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 평소 휴대폰 문자 작성과 같은 익숙함 및 빠른 입력 속도
   2. <구글문서>의 모둠 폴더는 모둠원 및 교과교사와만 공유(보기, 편집, 수정) 가능. <구글 클래스룸>의 경우
      다른 모둠의 것을 보다가 실수로 삭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함.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3. 모둠원들과 하나의 파일에 동시 입력이 가능함.
   4. 모둠원들과 교사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함.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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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자·스·민’프로젝트

  학교 및 마을의 자원과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양식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  활동 개요

관련 교과 사회, 국어 시수 10차시

관련 단원
Ÿ 사회: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5.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Ÿ 국어: 4. 협상과 주장

성장 목표

ㆍ

학습 개요

우리 학교 및 마을의 자원과 환경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속에 함께 공존하는 민주시민으로
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협력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국어와 사회 
교과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다.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 최근에는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 시간에 자원의 의미와 특징, 전 지구적 차원과 일상생활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모둠에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 및 환경 문제를 
탐색한다.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서부
터, 지역 사회 내의 석탄발전소 건립, 로컬 푸드 매장의 존폐, 공원 내 아파트 건립 문제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모둠과 함께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어 시간에는 사회 시간에 직접 정한 주제들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직접 
예측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토론 후 주장하는 글쓰기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성취 기준

재구성

[사91111~사91113-1] 지속가능한 자원을 대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에너지 자원
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수행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방
법 및 대안 제시를 렉처포럼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사91121-1, 사91123-1] 지속가능한 환경을 대주제로 모둠별 소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를 탐구, 분석, 조사하고 실천하여 토의 토론을 통해 이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
고 렉처포럼 형태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비
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국2934, 국2931] 지속가능한 자원 및 환경을 주제로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
검하고 조정하면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공유 활동 렉처포럼 형식 발표 및 건의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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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사회, 국어 - 

프로젝트 안내,

탐구질문 제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사회-자원과 환경

⚫국어-주장하는 글

Ÿ 에너지와 환경의 특징, 문제 이해
Ÿ 주장하는 글의 특성, 구성, 내용 이해
Ÿ 쓰기 윤리 및 환경과 자원에 대한 민감성 갖기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사회-

  프로젝트 주제 선정, 

결과물 제작

⚫국어- 

 주장하는 글 준비, 

 주장하는 글쓰기

Ÿ 모둠 프로젝트 주제 선정하기, 역할 분담하기,
Ÿ 자료검색하기, 발표내용 점검하기
Ÿ 발표 자료 제작하기

Ÿ 사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갈등상황 상정하기
Ÿ 자신의 입장 정하여 토론하기
Ÿ 주장하는 글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Ÿ 주장하는 글쓰기

성취 역량 

공유

Ÿ 사회 : 학급 발표 => 질문 및 답변(비평) =>  관련 내용 성찰하기 
Ÿ 국어 : 토론을 통한 근거 나누기 => 글 동료 평가 및 고쳐 쓰기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동료상호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결과 평가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동료 및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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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교과 사회 단원명
Ⅳ. 지속가능한 자원 
Ⅴ. 지속가능한 환경

차시
5~6
차시

사회교과

핵심역량
민주시민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수업
주제

   자원과 환경 이해하기 → 실생활과 연관된 모둠 주제탐색  → 자료 검색 및 분석  
   →  결과물 제작 → 공유 및 비평 → 성찰하기

성취

기준

 [사91111~사91113-1] 지속가능한 자원을 대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수행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대안 제시를 렉처포
럼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사91121-1, 사91123-1] 지속가능한 환경을 대주제로 모둠별 소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를 탐구, 
분석, 조사하고 실천하여 토의 토론을 통해 이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고 렉처포럼 형태로 발표
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 핵심내용 이해하기
Ÿ 교과서 내용 분석, 자원의 의미, 에너지 자원 이용의 특징, 전 지구

적 차원과 일상생활의 환경 문제 이해하기

2~3 주제 탐색, 자료 검색 및 분석
Ÿ 모둠 프로젝트 주제 선정하기, 역할 분담하기, 자료검색하기, 발표

내용 점검하기

4~5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및 비평
Ÿ 모둠의 실천 과제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결과물 제작하기, 탐구질문 

생성하고 답변하기, 교사 피드백, 모둠 발표 및 공유하기

6 자기, 동료 평가하기 Ÿ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공유하고 성찰하기

 

교과 국어 단원명 4. 협상과 주장 차시 4차시
국어교과

핵심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수업
주제

   지역사회의 자원 및 환경 문제에 관한 갈등상황 생각하기 → 토론하며 입장 나누기 
  →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쓰기  => 모둠 공유하며 고쳐 쓰기

성취

기준
 [국2934, 국2931] 지속가능한 자원 및 환경을 주제로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
정하면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 주장하는 글의 이해 Ÿ 주장하는 글의 정의, 구성 요소, 내용, 특성, 주장하는 글 분석하기

2~3 주장하는 글 준비하기

Ÿ 모둠 주제에 관해 논제 선정하기
Ÿ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 정하기
Ÿ 토론하며 생각과 입장 나누기
Ÿ 주장하는 글 내용 생성하기 – 근거 수집 및 정리
Ÿ 주장하는 글 내용 조직하기

3
주장하는 글 쓰기

& 고쳐 쓰기

Ÿ 지역사회의 자원 및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
량 함양

Ÿ 글 공유하기
Ÿ 고쳐 쓰기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글 고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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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사회ㆍ국어과 배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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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 사회 : 학생 렉쳐포럼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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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문제점: 
- 단순한 통합이 아닌 교과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함. 배움 중심의 모둠 수업, 협

력학습 등 수업 환경과 분위기는 공유가 많이 되어 있음. 그러나 단순히 사회 교과에서 배운 지식
과 내용을 국어 교과의 쓰기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과 간 성취기준을 함께 재구성 하는 등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조금 더 공유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ㆍ노력: 

-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의 재구성: 프로젝트 활동 안에서 필요한 배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함. 이 때 성취기준, 수업, 평가가 학습자의 의미 있는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와 공유의 시간을 가짐.

- 각 교과의 수업의도와 목표, 수업의 흐름, 성취기준과 평가 방안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적절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PPT 만들기 : 구글 PPT 폼을 활용하면 여러 명의 모둠 친구들이 동시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
다.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하며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배움이 일
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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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에너지를 지키자’프로젝트

  전기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활동

 가   프로젝트 수업 개요 

◆  활동 개요

관련 교과 과학, 기술가정 시수 11차시

관련 단원
Ÿ 과학: I 전기와 자기
Ÿ 기술·가정: V. 에너지와 수송기술

성장 목표

ㆍ

학습 개요

전기 발생의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발전기 제작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등의 핵심 역량 성장을 키울 수 있다. 

과학교과의 전기와 자기 단원을 통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동기와 발전기의 차이점에 대해 실험해 봄으로써 발전기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다.

기술가정 수업을 통해  최근 화석에너지 자원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여 에너지의 소중함과 환경을 
보존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성취 기준

[9과09-04] 전류의 자기 작용을 관찰하고 자기장 안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9기가04-12]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13]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이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안한다.

공유 활동 제작한 풍력 발전기의 특징을 학급에서 발표하고 공유

 

◆  활동 순서

도입 활동 탐구 질문

 ⚫과학 – 탐구활동 전기는 어떻게 발생할까?

지식ㆍ이해 역량 개발

 ⚫과학-전기와 자기
Ÿ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이해
Ÿ 전동기의 원리 이해를 통한 발전기의 원리 이해

해결책 모색

활동 선택



⚫기술가정-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알기

⚫기술가정-풍력 
발전기 제작

Ÿ 화석에너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한 고민

Ÿ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와 특징 이해
Ÿ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 대한 이해
Ÿ 과학시간에 배운 발전기의 원리를 적용한 나만의 

풍력 발전기 제작 

성취 역량 공유 Ÿ 제작한 풍력 발전기의 특징을 학급에서 발표하고 공유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창작물) 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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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 

교과 과학 단원명
 Ⅱ. 전기와 자기

(3) 전류의 자기 작용 차시 3차시
(교과)

핵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수업
주제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받는 힘

성취

기준
[9과09-04] 전류의 자기 작용을 관찰하고 자기장 안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Ÿ 탐구활동-말발굽 자석 안에 알루미늄박을 회로에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
게 한 후 알루미늄박의 모습을 관찰

Ÿ 모둠별로 관찰한 결과를 학습지에 기록
Ÿ 결론 도출

2 전동기의 원리

Ÿ 탐구영상 시청  
Ÿ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힘이 작용함을 이해
Ÿ 오른손의 법칙 체험-전류,자기장,힘의 방향을 오른손의 법칙 실습을 통

해 이해
Ÿ 전동기 설계하기
Ÿ 간이 전동기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발표하기

3 발전기의 원리
Ÿ 발전기의 정의
Ÿ 전동기와 발전기의 차이점 이해하기
Ÿ 발전기 제작에 필한 부품 알기

교과 기술가정 단원명 V. 에너지와 수송기술 차시 8
(교과)

핵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수업
주제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여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성취

기준

■ [9기가04-12]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 [9기가04-13]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이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을 제안한다.

차시 활동 주제 교수ㆍ학습 내용

1~2 에너지의 개념

Ÿ 에너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Ÿ 각자의 내용 발표
Ÿ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 모둠별로 토의
Ÿ 모둠별로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 발표
Ÿ 에너지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3~4 신재생 에너지

Ÿ 화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
Ÿ 신문 기사를 보고 화석에너지의 문제점 도출하기
Ÿ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 모둠별로 토의
Ÿ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및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기

5~8
수송기술체험과 
문제 해결 활동

Ÿ 발전기 구상하기
Ÿ 제작도 그리기
Ÿ 주어진 재료와 준비한 재료를 바탕으로 제작하기
Ÿ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Ÿ 학습지 작성 및 발표하여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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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움 결과 나누기 

◆ 과학ㆍ기술가정 배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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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관련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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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운동 골라, 건강한 삶을 즐기고, 깊이 있게 배우는

 4   체육 선택 프로그램 운영 사례

 가   선택 프로그램 개요 

◆  활동 목표
Ÿ 단순한 운동 기량의 향상을 넘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깊이 있게 배우고 즐기는 건강한 삶의 습관 형성
Ÿ 스포츠 적성에 따른 선택 과정으로 남녀 학생 모두 즐길 수 있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경험 제공
Ÿ 선택 과정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심화형 체육 수업 운영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바탕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

◆  활동 개요

체육 + 학교스포츠클럽 통합 활동 비고

운영요일 월1~2교시(1-3반) / 목6~7교시(5-7반)

운영프로그램
탁구 요가

1인 1주제 
볼링 축구

운영 기간 2019.8.19. ~ 12.31
운영시간 2시간씩*1일=2시간 (17주*2시간=34시간) 총34시간

  ⚫ 운영 프로그램

수업명 주요 내용 담당교사

탁구
경기의 흐름이 매우 빨라 다른 스포츠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구기 종목보다 격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 외부강사

볼링
볼링의 기초 기술과 경기방법을 익히고 즐겁게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맨십을 
키워주며 많은  움직임으로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즐겁고 건강한 활동 권○○

요가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마음
을 조절하여 인간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신수련활동

이○○
/외부강사

축구
축구의 기초 기술과 경기방법을 익히고 즐겁게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맨십을 
키워주며 많은  움직임으로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즐겁고 건강한 활동 최○○

◆  성장 중심 평가 계획

Ÿ 평가 방식: 참여도, 관찰평가, 성장평가
Ÿ 평가 시기: 활동 과정 중 중간평가 및 수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공
Ÿ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의 세분화로 동료 및 관찰 평가의 객관성 확보
Ÿ 평가 기록: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성장 결과 누계 기록 및 개별 이력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 평가 특성: 1차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자세와 연습 정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

완하여 2차 평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한 후에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결과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여 그 성장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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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종류ㆍ반영 비율

 ⚫ 볼링

평가 종류 수행평가 정의적
영역

반영 비율 100% 0%

영역 볼링
(1차평가)

볼링
(2차평가)

볼링
(성장평가)

볼링
(경기하기) 논술형 태도

만점
(반영비율)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학교생활기

록부 교과 
‘ 세 부 능 력 
및 특기사
항’란에 평
가 결과 서
술식 기록

평가 시기 9월 4주 10월 4주 9월 4주~
10월 4주

9월 1주~
11월 1주 11월 2주

평가내용
(성취기준)

체9233
체9234 체9233

체9234

체9233
체9234

체9233
체9234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 요가

평가 종류 수행평가 정의적
영역

반영 비율 100% 0%

영역  요가
(1차평가)

요가
(2차평가)

요가
(성장평가)

요가
(워킹요가) 논술형 태도

만점
(반영비율)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학교생활기

록부 교과 
‘ 세 부 능 력 
및 특기사
항’란에 평
가 결과 서
술식 기록

평가 시기 9월 4주 10월 4주 9월 4주~
10월 4주

9월 1주~
11월 1주 11월 2주

평가내용
(성취기준)

체9411
체9412
체9413

체9411
체9412
체9413

체9411
체9412
체9413

체9411
체9412
체9413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 축구

평가 종류 수행평가 정의적
영역

반영 비율 100% 0%

영역  축구
(1차평가)

축구
(2차평가)

축구
(성장평가)

축구
(경기하기) 논술형 태도

만점
(반영비율)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학교생활기
록부 교과 
‘ 세 부 능 력 
및 특기사
항’란에 평
가 결과 서
술식 기록

평가 시기 9월 4주 10월 4주 9월 4주~
10월 4주

9월 1주~
11월 1주 11월 2주

평가내용
(성취기준)

체9313
체9314
체9315
체9316

체9313
체9314
체9315
체9316

체9313
체9314
체9315
체9316

체9313
체9314
체9315
체9316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 탁구

평가 종류 수행평가 정의적영역
반영 비율 100% 0%

횟수/영역  탁구
(1차평가)

탁구
(2차평가)

탁구
(성장평가)

탁구
(경기하기) 논술형 태도

만점
(반영비율)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20점
(20%) 학 교생 활 기

록부 교과 
‘ 세 부 능 력 
및 특기사
항’란에 평
가 결과를 
서 술식 으 로 
기록

평가 시기 9월 4주 10월 4주 9월 4주~
10월 4주

9월 1주~
11월 1주 11월 2주

평가내용
(성취기준)

체9331
체9332
체9333
체9334

체9331
체9332
체9333
체9334

체9331
체9332
체9333
체9334

체9331
체9332
체9333
체9334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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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평가 세부 기준

⚫ 볼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1차

(20점)

○어드레스

○스텝

○마지막 스텝

과 손의 동조

○스윙

○릴리즈

○폴로스로

○구질

성취기준

①정확한 어드레스를 한다.

②몸의 중심이동이나 연결 동작을 용이하게 해주는 5스텝을 사용한다.

③마지막 스텝과 손의 동조가 자연스럽다.

④어깨를 축으로 원을 이루는 스윙을 한다.

⑤볼에 최대의 힘을 전달하는 릴리즈를 한다.

⑥릴리즈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완이 오른쪽(왼쪽) 볼을 스치듯 큰 원을 그리

는 폴로 스루를 한다.

⑦목표한 방향으로 표준적인 스트라이크 앵글을 향하는 훅볼(또는 스트레이트볼)

을 구사한다.

만족도 6~7 5 4 3 2 0~1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수준 A B C D E F

1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2차

(20점)
上同 2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성장평가

(20점)

○1차 대비 

2차 성장도

성장도

A->A
B->A
C->A
D->A,B
E->A,B,C 

B->B
C->B
D->C
E->D

C->C
D->D
E->E

1수준 
하향

2수준 
하향

3수준 
이상 하향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경기하기

(20점)

○상위 10게임

 평균 기록

남 110 이상 100~109 90~99 80~89 70~79 69점 이하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여 90 이상 80~89 70~79 60~69 50~59 49점 이하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논술형

(20점)

성취기준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체육 활동의 여러 주제를 이해하고, 성찰의 방법(주제

 논술)을 통해 학습주제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논술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내용/분량이 충실하였는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가지 만족 20

3가지 만족 17

2가지 만족 14

1가지 이하 11

미응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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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1차

(20점)

○자세와 호흡

조절

○ 삼각자세와 

전사자세

○ 나무자세와 

선활자세

○ 수리야나마

스카라

○ 견상자세와 

코브라자세

○싯업 & 브이

업자세

○ 싱글레그스

트레치

○사이드킥 & 

사이드 날링

○ 머메이드자

세&브릿지자세

○워킹요가

성취기준

①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심신을 단련한다.

②삼각자세와 전사자세를 구사한다.

③나무자세와 선활자세를 구사한다.

④수리야나마스카라를 구사한다.

⑤견상자세와 코브라자세를 구사한다.

⑥싯업 & 브이업자세를 구사한다.

⑦싱글레그스트레치를 구사한다.

⓼사이드킥 & 사이드 날링를 구사한다.

⓽머메이드자세 & 브릿지자세를 구사한다.

⓾워킹요가작품을 창작한다.

만족도 6~7 5 4 3 2 0~1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수준 A B C D E F

1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2차

(20점)
上同 2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성장평가

(20점)

○1차 대비 2

차 성장도

성장도

A->A
B->A
C->A
D->A,B
E->A,B,C 

B->B
C->B
D->C
E->D

C->C
D->D
E->E

1수준 
하향

2수준 
하향

3수준 
이상 하향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위킹요가

(20점)

○상위 10동작 

평균 기록

동작 10 9 8 7 6 5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논술형

(20점)

성취기준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체육 활동의 여러 주제를 이해하고, 성찰의 방법(주제

 논술)을 통해 학습주제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논술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내용/분량이 충실하였는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가지 만족 20

3가지 만족 17

2가지 만족 14

1가지 이하 11

미응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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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1차

(20점)

○자세

○스텝

○정확도

○균형감각

○각도

○시간

○거리

○판단

○응용

성취기준

①킥: 인사이드 킥, 아웃프런트 킥을 수행한다.  

②슈팅 : 득점과 연결되는 마지막 공격수단으로 정확성을 요구한다.

③드리블 :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면서 콘을 건들이지 않고, 공과 발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한다.

④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경기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⑤스로 인 : 양 발을 지면세 대고 양손으로 공을 잡아서 상체와 허리의 반동을 이

용하여 던지는 기술을 수행한다.

⑥트래핑 : 신체 모든 부위 즉, 가슴, 발등, 발바닥, 머리, 대퇴를 이용하여 날아오

는 공을 멈추게 한다.

⑦헤딩 : 공중에 뜬 공을 패스하거나 슛할 때 사용한다.

⓼태클 : 상대방의 공을 빼앗거나 공격을 저지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만족도 6~7 5 4 3 2 0~1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수준 A B C D E F

1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2차

(20점)
上同 2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성장평가

(20점)

○1차 대비 

2차 성장도

성장도

A->A
B->A
C->A
D->A,B
E->A,B,C 

B->B
C->B
D->C
E->D

C->C
D->D
E->E

1수준 
하향

2수준 
하향

3수준 
이상 하향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경기하기

(20점)

○상위 10게임

평균 기록

남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여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논술형

(20점)

성취기준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체육 활동의 여러 주제를 이해하고, 성찰의 방법(주제

 논술)을 통해 학습주제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논술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내용/분량이 충실하였는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가지 만족 20

3가지 만족 17

2가지 만족 14

1가지 이하 11

미응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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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1차

(20점)

○포핸드 스트

로크

○백핸드 스트

로크

성취기준

①포핸드 스트로크 기회를 10회씩 부여한다.

②탁구로봇에서 나오는 공을 받아쳐서 반대쪽 탁구대 안쪽에 떨어져야 인정

한다.

③정확한 스윙동작이 이루어져야 인정한다.

8개 이상 7개 6개 5개 4개 3개 이하 미실시 총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10점

④백핸드 스트로크 기회를 10회씩 부여한다.

⑤탁구로봇에서 나오는 공을 받아쳐서 반대쪽 탁구대 안쪽에 떨어져야 인정

한다.

⑥정확한 스윙동작과 백색 라인 뒤쪽에서 이루어져야 인정한다.

8개 이상 7개 6개 5개 4개 3개 이하 미실시 총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10점

⑦단식랠리는 2인 1조로 제한시간 남자 : 30초, 여자 : 33초내에 랠리한 횟수를 

측정한다.

35개이상 34~32 31~29 28~26 25~23 22개이하 미실시 총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10점

만족도 28점 이상 27~25점 24~22점 21~19점 18~16점 15점 이하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수준 A B C D E F

1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2차

(20점)
上同 2차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성장평가

(20점)

○1차 대비 

2차 성장도

성장도

A->A
B->A
C->A
D->A,B
E->A,B,C 

B->B
C->B
D->C
E->D

C->C
D->D
E->E

1수준 
하향

2수준 
하향

3수준 
이상 하향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리그전

경기하기

(20점)

○남, 녀 별로 

실시

○ 승률로 평

가한다.

○ 11점 1세트 

경기로 진행

승률 85%이상
70%이상

~85%미만
55%이상

~70%미만
40%이상

~55%미만
25%이상
~40%미만

25%미만
본인의사
에 의한 
미응시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논술형

(20점)

성취기준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체육 활동의 여러 주제를 이해하고, 성찰의 방법(주제

 논술)을 통해 학습주제를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논술

체9233

체9413

체9313

체9333

▸내용/분량이 충실하였는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가지 만족 20

3가지 만족 17

2가지 만족 14

1가지 이하 11

미응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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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ᆞ학습 과정 

◆  행복한 동행! 배움의 과정

선택 수업명 볼링

수업 장소 ○○○ 볼링장 지도 교사 권○○

성장 목표 기초기능을 습득하여 게임을 즐기며, 나아가 평생체육의 기반 마련

주요 활동 내용
자신의 공 구질을 선택하고 연습을 통해 스페어와 스트라이크 처리 방

법 습득

성취 기준
볼링에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볼링의 경기 방

법과 유형별 기능을 알고, 이를 경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월 4주 볼링 이해 볼링 특성과 이해, 경기 방법 및 규칙 2

2 9월 1주 스텝
기본기능
(스텝 유형에 따른 스윙 연습) 

2

3 9월 2주 구질 공의 구질 연습(스트레이트) 2

4 9월 3주 구질 공의 구질 연습(훅볼) 2

5 9월 4주 에임 스팟
기본기능
(목표점과 포켓 존에 공을 넣는 연습)

2

6 10월 1주 에임 스팟
기본기능
(스페어 처리 포켓 존에 공을 넣는 연습)

2

7 10월 2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연습 2

8 10월 3주 스페어 스페어 처리 연습 2

9 10월 4주 스플릿 스플릿 처리 연습 2

10 10월 5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개인) 2

11 11월 1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개인) 2

12 11월 2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개인) 2

13 11월 3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개인) 2

14 11월 4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팀) 2

15 12월 1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팀) 2

16 12월 2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팀) 2

17 12월 3주 게임  게임을 통한 볼링 이해(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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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수업명 요가
수업 장소 5층 강당 지도 교사 이○○

성장 목표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조절하여 인간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신수련활동을 즐기며, 나아가 평생체육으로의 기반을 마련함.

주요 활동 내용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조절하
여 인간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신 수련 활동

성취 기준

∘ 요가의 자세와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다.
∘ 전사자세, 나무자세와 선활자세, 수리야나마스카라, 견상자세와 코브라자세, 
싱글레그 스트레치 & 더블레그 스트레치, 사이드 킥 & 사이드 날링, 머메이드 
자세 & 브릿지자세 등의 기술을 구사하여 심신을 수련 할 수 있다.

주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1 8월 4주 요가의 호흡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심신 수련 2

2 9월 1주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심신 수련 2

3 9월 2주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심신 수련 2

4 9월 3주 코어를 강하게 하는 
요가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코어 강화 2

5 9월 4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신요가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몸의 균형
을 잡아주는 전신 요가

2

6 10월 1주 삼각 자세와 전사자세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삼각 자세
와 전사자세

2

7 10월 2주 나무자세와 선활자세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나무자세와 
선활자세

2

8 10월 3주 전신 스트레칭과 
복부근력요가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전신 스트
레칭과 복부근력요가

2

9 10월 4주 수리야나마스카라 
1/2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수리야나마
스카라 1/2

2

10 10월 5주 골반&어깨 테라피 
요가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골반&어깨 
테라피 요가

2

11 11월 1주 수리야나마스카라 
2/2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수리야나마
스카라 2/2

2

12 11월 2주 견상자세와 
코브라자세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견상자세와 
코브라자세

2

13 11월 3주 필라테스의 호흡법 
배워보기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필라테스의 
호흡법

2

14 11월 4주 필라테스를 통한 
코어근력 강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필라테스를 
통한 코어근력 강화

2

15 12월 1주 싯업 & 브이업 자세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싯업 & 브
이업 자세

2

16 12월 2주 싱글레그 스트레치 & 
더블레그 스트레치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싱글레그 
스트레치 & 더블레그 스트레치

2

17 12월 3주 사이드 근력 강화 
운동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한 사이드 근
력 강화 운동

2

- 134 -

선택 수업명 축구
수업 장소 운동장 지도 교사 최○○

성장 목표
축구의 기초 기술과 경기방법을 익히고 즐겁게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맨십을 키
워주며 많은 움직임으로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축구 경기를 통해 축구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경기력을 습득한다.

성취 기준
축구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주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1 8월 4주 축구 이해 축구 특성과 이해, 경기 방법 및 규칙 2

2 9월 1주 트래핑
 축구 트래핑 연습 
 (가슴, 무릎, 인스텝, 인사이드)

2

3 9월 2주 트래핑
 축구 트래핑 연습 
 (가슴, 무릎, 인스텝, 인사이드)

2

4 9월 3주 드리블
 축구 드리블 연습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스텝)

2

5 9월 4주 드리블
 축구 드리블 연습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스텝)

2

6 10월 1주 패스
 축구 패스 연습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힐)

2

7 10월 2주 패스
 축구 패스 연습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힐)

2

8 10월 3주 슛 축구 슛 연습 
(헤딩, 발리, 인스텝, 터닝, 드롭) 2

9 10월 4주 슛 축구 슛 연습
(헤딩, 발리, 인스텝, 터닝, 드롭) 2

10 10월 5주 세트피스 축구 세트피스 연습
(프리킥, 코너킥) 2

11 11월 1주 세트피스 축구 세트피스 연습
(프리킥, 코너킥) 2

12 11월 2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13 11월 3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14 11월 4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15 12월 1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16 12월 2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17 12월 3주 게임  게임을 통한 축구 이해(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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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수업명 탁구

수업 장소 3층 탁구장 지도 교사 이○○

성장 목표 탁구의 기초기능을 습득하여 게임을 즐기며, 나아가 평생체육의 기반 마련

주요 활동 내용 탁구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성취 기준
탁구에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탁구의

경기 방법과 유형별 기능을 알고, 이를 경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1 8월 4주 탁구 이해 탁구 특성과 이해, 경기 방법 및 규칙 2

2 9월 1주 기본자세 및 공 넘기기 공 넘기기를 통해 탁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2

3 9월 2주 기본서브  기본서브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2

4 9월 3주 포핸드 스트로크 - 1 포핸드 스트로크를 통해 5회 이상 왕복하여 넘길 수  있다. 2

5 9월 4주 포핸드 스트로크 - 2
포핸드 스트로크 방향과 속도를 높여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2

6 10월 1주 쇼트(기본자세) 쇼트 자세로 박자에 맞춰서 공을 정확히 맞추기 2

7 10월 2주 쇼트(기본자세) 
쇼트를 이용하여 크로스, 스트레이트 쪽으로 공을 연속해서 
5회 이상 넘길 수 있다.

2

8 10월 3주 풋워크(좌, 우 스텝)  풋워크를 통해 리듬감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2

9 10월 4주
풋워크를 이용한 
포핸드 스트로크

풋워크를 통해 볼을 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2

10 10월 5주
풋워크를 이용한 
포핸드 스트로크

풋워크를 통해 볼을 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2

11 11월 1주 스매시
동료의 스매시 동작을 보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발표하기

2

12 11월 2주 스매시 스매시를 통해 볼을 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2

13 11월 3주 드라이브 기본자세 드라이브 동작에 대한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발표한다. 2

14 11월 4주 복식경기 복식경기를 이해하고 실제로 경기진행 2

15 12월 1주 리그전 단식 남, 여 리그전실시 2

16 12월 2주 리그전 단식 남, 여 리그전실시 2

17 12월 3주 리그전 단식 남, 여 리그전실시 2

- 136 -

 다   배움 결과 나누기 

 라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가. 활동의 어려운 점

 - 선택교육과정의 특성 상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개설해야 하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시설이나 교사 인원의 부족함.

 - 학교의 여건 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종목과 남, 여 혼합 학생
들을 위한 종목의 개설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공간과 체육시설을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종목을 개설하기 위해 최소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되기 보다는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원 배정에 어려움이 있음.

 - 다양한 종목 개설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의 어려움이 있음.
 
나. 개선 방향 

 - 계절별 미세먼지, 우천 시,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체육 활동 제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함 (2020 건립 예정)

 - 한 학기를 2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원 제한 문제를 완화하고, 1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생에
게 2기에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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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가치를 채우는 인문학 아카데미

 5   인문학-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사례

내 삶을 키우는 인문학,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배움의 시간

가  선택 프로그램 개요

◆  활동 목표
  특기 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선택으로 깊이 있게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 인문학 경험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함

◆  활동 개요

인문학아카데미 A팀 인문학아카데미 B팀

1반 2반 3반 4반 +1 5반 6반 7반 +1

3월, 12월 공통 진로 (진로적성검사, 미래 직업 세계, 적성과 진학 선택) 

선택 교육과정

프로그램

(4월~7월)

Ÿ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Ÿ 삶과 도덕에 대한 10가지 질문 나누기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Ÿ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Ÿ 시대를 담은 문학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에코 그린] 생태 속에 나를 찾자

선택 교육과정

프로그램

(8월~11월)

Ÿ 알뜰신JOB
Ÿ D. I .Y. 과학 실험반
Ÿ 서양철학 이야기 – 철학자의 물음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색(色)다른 한국사 
Ÿ D. I .Y. 과학 실험반
Ÿ 시ㆍ대ㆍ반ㆍ문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Ÿ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Ÿ 영화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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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학기 교육과정 디자인ᆞ운영

   [1]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1 교실 지도 교사 박○○

배움 목표

▪삶과 연계된 시사 이슈를 통해 상식을 넓히고 사회현상을 이해ㆍ분석하며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을 높일 수 있다.

▪주제 설정 및 활동 과정을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최근 미디어에 나오는 사회 시사 이슈 찾아보기
▪시사 이슈 분석하고 사회현상과 연계하기
▪학교, 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용해보기

관련 진로ㆍ직업
언론인, 기자, 아나운서, 영상제작자, 캐스터, 작가 등 방송ㆍ언론분야
공무원, 교사, 비평가, 심리학자, 경찰, 법조계 등 인문사회ㆍ법률분야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ㆍ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진로 자기 성찰
ㆍ[나는 기다립니다] 읽고 성찰하기
ㆍ모둠별 주제 분야 선정하기

1

3 4.16(화) 빅이슈 기초
ㆍ[나는 기다립니다] 결과물 공유하기
ㆍ주제 토의 및 검색하기

1

4 4.23(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① 화재와 환경 1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ㆍ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① 화재와 환경 1

7 5.14(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② 장애인과 사회적 시선 1

8 5.21(화) 특강 ㆍ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② 장애인과 사회적 시선 1

10 6.4(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③ 범죄와 사회문제 1

11 6.11(화) 빅이슈 기본 ㆍ주제④ 게임 이용 장애 1

12 6.18(화) 빅이슈 심화ㆍ응용 ㆍ이슈 내용 표현활동 및 생각나누기 1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1 ㆍ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슬기로운 학교생활2
ㆍ활동 나눔 및 공유
ㆍ알쓸진학

1

15 7.16(화) 되돌아보기 ㆍ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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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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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주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 주제: 나 자신을 찾아라! 문장완성검사

④ 관련 학습 자료

§ 다비드 칼리(글), 세르주 블로크(그림) 「나는 기다립니다...」, 문학동네
§ 강연100°C 김수영 당신의 꿈은 몇 개입니까? https://blog.naver.com/o_shi10/220569896040
§ 영화 「증인」 https://www.youtube.com/watch?v=oIntIcQmNTQ
§ 인터넷 검색: 각종 시사 뉴스 및 자료

⑤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 ‘[미디어와 사회] 빅이슈를 찾아라!’ 라는 진로 선택 인문학 아카데미 수업은 미디어를 통해 진로와 연계하여 우리 
사회적 이슈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
인지를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업 주제가 달라
지기 때문에 사회적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학생 진로 수업과 연계될 수 있는 빅이슈와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
하고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교육과정 디자인에 대한 준비를 폭넓은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1주일
에 1시간 수업이지만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부담을 갖게 하였지만, 학
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 최근 시사 이슈에 중점을 맞추다보니 다소 즉흥적인 주제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17차시에서 공통 주제 수업을 제외하고 10시간(주 1시간)의 짧은 시간이므로 큰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한 시간에 짧은 활동 2가지 정도를 고민해서 시사적 이슈(개념)가 묻어나도록 설계하기를 권합니다. 시사에 관심
이 부족한 중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의 나를 고민하게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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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삶과 도덕에 대한 10가지 질문 나누기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2 교실 지도 교사 장○○

배움 목표 ▪나의 삶과 관련된 도덕·철학적 질문을 나누며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도덕·철학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며 생각의 깊이를 
더한다.

관련 진로ㆍ직업 교육 분야, 인문 분야 관련 직업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 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➀ 도덕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냥 기분 좋으라
고 만든 단어인가요? 1

3 4.16(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1

4 4.23(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➂ 절대로 들키지 않을 상황에서도 물건을 훔
치면 안 되나요? 1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➃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
겨지는 것은 옳은 일인가요? 1

7 5.14(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➄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지 않나요? 1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➅ 인간다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1

10 6.4(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➆ 정해진 대로 사는 삶이 편하지 않을까요? 1

11 6.11(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➇ 환경보호는 자연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을 
위한 것일까요? 1

12 6.18(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➈ 낙태에 관한 태아의 생존권을 어디까지 존
중해야 할까요? 1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삶과 도덕에 대한 질문 ➉ 도덕·철학적 질문을 직접 만들고 친구들과 
생각 나누기(토의·토론) 1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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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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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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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학습 자료

 § 알렉산더 조지, 「살면서 한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흐름출판
 § 뤼방 오지앙, 「어느 유쾌한 도덕철학 실험보고서-딜레마」, 다산호당
 § 조설아, 「이렇게 생생(生生)한 도덕수업」, 도서출판 기역 

⑤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 교사가 자리 배치를 하지 않고 매 시간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단,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으로 모둠을 구성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들과 편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 1회, 1차시로 수업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익숙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반부에는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고 후반부에서는 모둠 구성을 바꾸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누어보게 하는 방식도 학생들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덕적 갈등상황에 놓일 때,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
관을 세우게 됩니다. 옳다고 확신했던 생각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변하기도 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철학적·인문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는 자신만의 우물에서 벗어나 더 큰 하늘을 바라보려는 마음 자세,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갖추어야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눌 때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
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의견을 나누는 연습
이 필요한데 단편적인 사고에서 그치는 경우를 보면서 하나의 주제를 2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에는 자
기 생각 정리를 하고 2차시에 생각 나눔을 해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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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오한 클래식의 세계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3 교실(A팀)
3 – 5 교실(B팀) 지도 교사 김○○

배움 목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음악과 미술,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주요 활동 내용
▪클래식 음악을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기
▪영화나 광고에서의 음악 역할 이해하기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나만의 E-음악 자서전 제작하기

관련 진로ㆍ직업 음악 평론가, 음악 감독, 편집자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샤갈이 사랑한 음악가
-샤갈이 그린 프랑스 가르니에 극장 천장에
서 음악가와 작품에 관련된 그림 찾기
-해당 음악가와 음악 작품 조사하고 감상하기  

1

3 4.16(화) 샤갈이 사랑한 음악가
-좋아하는 음악 소개하고 나만의 천장화를 
그려 발표하기 (구글 오토드로우 활용)

1 크롬북 사용

4 4.23(화)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

- 책을 통해 미술과 음악을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고 메이킹 앨범 만들기

1 크롬북 사용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음악사 사건 취재
- 음악 분야의 사건 및 일화를 전자신문으로 제
작하기  

1 크롬북 사용

7 5.14(화) 작곡가의 은밀한 사생활 -작곡가의 삶과 음악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1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작곡가의 은밀한 사생활 -작곡가의 삶과 음악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1 크롬북 사용

10 6.4(화) 영화·광고에서의 음악 -영화와 광고에서의 음악 역할 알아보기 1

11 6.11(화)
나만의

E-음악 자서전 만들기
-앞서 배운 클래식 음악과 <A-YO 클래식> 책을 
활용한 ‘E-음악자서전’ 계획서 작성 및 제작하기

1 크롬북 사용

12 6.18(화)
나만의

E-음악 자서전 만들기
-앞서 배운 클래식 음악과 <A-YO 클래식> 
책을 활용하여 ‘E-음악자서전’ 제작하기

1 크롬북 사용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나만의

E-음악 자서전 만들기
E-음악자서전 공유 및 발표하기 1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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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구글 클래스룸에 주제 및 활동 과제 제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생들 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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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④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대부분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크롬북이 있는 ⓔ-글샘 교실을 사용할 수 없어 
매 시간 교실로 가져가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교실에서는 학생들 전체가 wifi를 
연결할 때 일부 학생들이 연결이 안 되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렸음. 더 좋은 환경에서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크롬북 사용 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수업에서의 
공동 지도가 필요함.

 크롬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모습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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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4 교실 지도 교사 조○○

배움 목표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해 이해하기 
▪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설계하기 

주요 활동 내용
▪3.1운동 바로 알기 및 태극기 만들기 활동
▪붓펜으로 독립선언문 필사 엽서 만들기 
▪영화 <항거> 감상 후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하기 

관련 진로ㆍ직업 교사, 문화해설사, 외교관, 변호사, 국회의원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3.1운동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기 
3.1운동을 주제로 자료 조사하기   

1 컴퓨터실 사용

3 4.16(화) 3.1운동 3.1운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자료 만들기 1
컴퓨터실

사용

4 4.23(화)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의 역사 배우기 및 태극기 만들기 1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독립선언문 필사 독립선언문 읽고 엽서에 필사하기  1

7 5.14(화) 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항거> 감상하기 1 1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항거> 감상하기 2 1
컴퓨터실

사용

10 6.4(화)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들 조사하기  1

11 6.11(화)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자료 만들기 

1

12 6.18(화) 6.10 만세운동 6.10 만세 운동 조사하기 1
컴퓨터실

사용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광주학생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조사하기 1
컴퓨터실

사용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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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항거> 영화 감상

<항거> 감상 후 엽서 만들기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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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학습 자료

§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
§ 한국사 개념사전 : 3.1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692&cid=47306&categoryId=47306
§ 생방송 한국사 근대 · 현대편 : 3.1 운동(전 세계에 널리 알린 민족의 독립 의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80098&cid=47306&categoryId=47306

§ 여성 독립운동가 우표 

       

⑤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어도 학교의 여건 상 학생들의 선택 기회가 제한되어 수강하지 못
하는 것이 아쉬움. 학교의 여건을 넘어 학생의 희망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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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글샘교실(A팀)
ⓔ-글샘교실(B팀)

지도 교사 조○○

배움 목표

▪진로, 직업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며 비전(꿈)을 설계할 수 있다.
▪진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를 이

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드론 조립 및 날리기 체험
▪목공체험(핸드폰증폭기, 슬라이딩 필통 만들기)
▪ECO메이커 체험(공기청정기 제작)/VR코딩 체험

관련 진로ㆍ직업  인공지능전문가/가상현실전문가/드론전문가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직업성격
유형찾기

1. 직업카드로 자신의 직업적 성격
  유형찾기 1

3 4.16(화)
홀랜드 직업적 
성격유형찾기

1. 직업적 성격유형 찾기(카드) 1

4 4.23(화) ECO메이커 
프로그램 1. 공기청정기 제작 1 4,5교시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인터뷰게임박스
1. 종이 한 장으로 자기표현하기
2. 미래직업 기록장 만들기

1

7 5.14(화) 미래산업융합
프로그램 1. VR코딩 1 6,7교시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자기 진로잡기 1. 진로 원정대와 함께 이색학과와 유망직업 
찾기 카드게임 1

10 6.4(화) 드론체험 1. 드론의 원리 이해 및 조립 1 6,7교시

11 6.11(화) 〃 2. 드론 제작 및 날리기 1

12 6.18(화)
인터뷰게임

박스
1. 비전 선언문 만들기
2. 버킷리스트 만들기 1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인터뷰게임

박스
1. 키워드로 만드는 자기소개서 1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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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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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공기청정기 제작 목공-핸드폰증폭기 만들기 드론(제작)

VR코딩 중소기업 바로알기교육1 중소기업 바로알기교육2

테라리움 디퓨저 목공-핸드폰증폭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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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학습 자료

￭ 직업카드 분류활동 – 출처(진로교육다이어리‘경기도교육정보원’)

￭ 홀랜드 직업적성검사 – 출처(진로와 직업 ‘교사용지도서/진로교육다이어리‘경기도교육정보원’)

￭ ECO 메이커 프로그램 공기청정기 제작 – 출처(다름진로체험처 ‘https://darumedu.modoo.at/’)

￭ VR코딩교육 – 출처(어썸스쿨 ‘youngja@awesome-school.net’)

￭ 목공체험 – 체험기관 ‘의정부 - 이레공방’ 강사진 초청 체험학습

￭ 나의 꿈버튼 만들기 - <동영상> 지식채널 ⓔ

￭ 징검다리 진로체험(테라리움, 디퓨저 체험) - 출처(포천일고 징검다리 거점학교 프로그램 참여 체험)

￭ 중소기업 바로알기 체험 –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강사 초빙 체험학습)

⑤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진로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라는 수업명으로 진로, 직업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
면서 자신의 비전(꿈)을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를 이
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여러 가지 활동주제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2개의 팀을 갖춰서 주1회 단위로 진행하
면서 어려운 점과 개선 방향을 열거 해 본다.

<어려운 점 ☞ 개선 방향>
1. 같은 조건의 공간에서(A팀 – 3학년 6교시 빈교실 / B팀 - ⓔ글샘교실) 학습을 진행이 되

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 향후 A팀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
2. 외부 강사진을 초빙하여 진행하는 체험 형태의 학습일 때, 1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에서 

타 교과의 양해를 구해 진행하면서 교과 수업 결손의 우려가 생김. ☞ 완성된 작품은 얻어
내진 못하지만 가급적 1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체험 학습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단, 
12월 기말 지필평가 종료 후에 3시간 분량의 체험학습 진행.

3. 전반적인 조건의 어려움이 있으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검사를 통하여 본인이 가진 잠재능
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로적성을 찾아내어 적성과 끼에 어울리는 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되는 드론체험, ECO메이커 공
기청정기 제작, VR코딩 교육 등을 몸소 체험해보면서 미래를 대비한 진로설계와 미래의 
비전을 다소나마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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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대를 담은 문학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6 교실 지도 교사 임○○

배움 목표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한다.

주요 활동 내용
▪시대를 담은 시청각 자료 감상
▪관련 문학작품 감상
▪감상노트 작성하기(구글문서)

관련 진로ㆍ직업 내 삶의 내비게이션(시대 정신을 지키는 가치 있는 삶)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살아갈 따뜻한 힘
세월호 뉴스(과거) 
영화-생일
세월호 사건 작품 읽기

1
<캠페인 기획 및 실천>

-희망학생
4/18(목) 봉사활동 

1시간 부여 

3 4.16(화) 그해, 4월 그 해 4월, 시인 김수영(지식채널ⓔ)-1부, 2부
김수영의 시 읽기 1

4 4.23(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영화-동주
윤동주의 시 읽기 1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화-택시운전사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작품 읽기 1

7 5.14(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화-1987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작품 읽기 1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지식채널ⓔ-5월 35일, 촛불 혁명 영상
광장의 명연설 읽고 쓰기 1

<캠페인 기획 및 실천>
-희망학생

5/29~5/31 봉사활동 
1시간 부여(민주주의 

사진전) 

10 6.4(화) 위대한 유산 무한도전-위대한 유산
안중근 편지, 안중근 어머니 편지 읽기 1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1 6.11(화) 위대한 유산 영화-명량, 무한도전-위대한 유산
 난중일기 읽기 1

12 6.18(화) 전쟁을 넘어 평화로

산성일기 또는 호란일기
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 읽기
6.25전쟁을 담은 작품 읽기
남북정상회담 사진 읽기
고향의 봄 노랫말 쓰고 음미하기

1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1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슬기로운 학교생활2 진로활동 나눔과 공유 1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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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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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교사에게 공유한 구글 문서(감상문 작성)

최00 학생 감상문(구글문서) 엄00 학생 감상문(구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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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학습 자료

￭ 살아갈 따뜻한 힘
세월호 뉴스 속보: https://www.youtube.com/watch?v=UUTcediCCIg
영화 ‘생일’:https://www.youtube.com/watch?v=_gdUmPzrBWQ

￭ 그해, 4월
지식채널e ‘그해 4월, 시인 김수영’ 1부, 2부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7050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6531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영화 ‘동주’ : https://www.youtube.com/watch?v=eKnlSI02Oho
무한도전 위대한유산(윤동주) : https://www.youtube.com/watch?v=UsO_bNz8fjM

￭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화 ‘1987&택시운전사’: https://www.youtube.com/watch?v=CNcMGgcbA80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 https://blog.naver.com/soli99/220861116837
1987 사진 자료: http://opengov.seoul.go.kr/photoarchives/7383806
4.19 사진 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396676&memberNo=8802859&vType=VERTICAL

￭ 위대한 유산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 (안중근): https://www.youtube.com/watch?v=5oHyTIF8T1o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이순신): 
  https://www.youtube.com/watch?v=m0wtZNzAKwQ&list=PLL8LHu4mRfldjUNsnX7LGoFOXjSLu4wyv&index=6

￭ 전쟁을 넘어 평화로
영화 ‘남한산성’: https://www.youtube.com/watch?v=sLz9q-nRAHc
남북 정상회담: http://www.koreasummit.kr/

⑤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 영상 자료로 문학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작품을 삶과 연관 지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
나 1시간 수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맛보기 수업에 그치고 다른 학생들과 감상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누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음.

￭ 한 수업 안에서도 학생이 주체가 되어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탐구해 가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되었
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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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에코 그린] 생태 속에 나를 찾자

①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 장소 3 – 7 교실 지도 교사 권○○

배움 목표
▪학교 내에 존재하는 식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체험을 통해 녹색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농업 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녹색 생활 습관 및 실천을 체험(미세먼지 정화 식물 키우기, 천연 솔방
울 가습기 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천연 벌레 퇴치제 만들기)을 통
해 배운다.

▪우리 학교 화단에 직접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여 맛볼 수 있는 농업체
험을 한다. 

관련 진로ㆍ직업 환경공학 기술자, 친환경 관리사, 친환경 에너지 연구원, 정밀 농업 기사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4.2(화) 진로선택 반편성 진로 선택 학급 정하기 1

2 4.9(화)) 환경교육
미세먼지 발생 피해 조사하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식물의 종류와 기능 
알아보기

1

3 4.16(화) 환경교육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식물의 생육과정을 
이해하고 화분에 심기 1

4 4.23(화) 환경교육 천연 솔방울 가습기 만들기 1

5 4.30(화) 진로표준화검사 진로표준화검사 1 공통교육과정

6 5.7(화) 환경교육 천연화장품 만들기 1

7 5.14(화) 생태교육 우리학교 화단에 상추 심기 1

8 5.21(화) 특강 직업인 초청 특강 1

9 5.28(화) 생태교육 압화 부채 만들기 1

10 6.4(화) 환경교육 천연 벌레 퇴치제 만들기 1

11 6.11(화) 생태교육 우리학교 식물들 조사하기 1

12 6.18(화) 생태교육 우리학교 식물들 팻말 달아주기 1

13 6.25(화) 슬기로운 학교생활1 학생 자기주도 학습 1 공통교육과정

14 7.9(화) 생태교육 우리학교 화단에 식물들 수확하기 1

15 7.16(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5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7050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6531
http://opengov.seoul.go.kr/photoarchives/73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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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활동 과정ㆍ결과

<우리 학교 화단에 직접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여 맛볼 수 있는 농업체험 활동>

- 164 -

<녹색 생활 습관 및 실천을 체험 활동>

 3) NO플라스틱 포스터 만들기 활동

③ 활동 제언ㆍ개선 방향

  일주일에 한 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차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단순한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점이 아쉬웠다. 수업 
시수를 늘려서 블록 수업이 가능하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고 싶다. 
  또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끝난 이후, 학생들끼리 활동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1) 미세먼지 정화식물 키우기 활동 2) 압화 부채 만들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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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학기 교육과정 디자인

 [1]   알 뜰 신 JOB

수업 장소 3-1 지도 교사 이○○

배움 목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세계사 여행 계획을 세우며 미래사회역량을 계발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에니어그램 테스트와 진로 알기
▪보드게임 속 역사 알기
▪세계 여행 계획 세우기

관련 진로ㆍ직업 여행 플래너, 학예사, 여행 가이드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3(금)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30(금) 내게 맞는 진로 찾기 에니어그램 테스트와 나의 에니어그램 알기 1

3 9.6(금) 내게 맞는 진로 찾기 에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학습방법과 진로 알기 1

4 9.20(금) 부루마블 속 숨겨진 의미 찾기 부루마블 속 숨겨진 의미를 찾으며 세계사에 
입문하기 1

5 9.27(금) 세계 도시 탐방 구글어스를 이용해 세계 도시의 문화 유산 
탐방하기(아시아) 1

6 10.11(금) 세계 도시 탐방 구글어스를 이용해 세계 도시의 문화 유산 
탐방하기(유럽) 1

7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8 10.18(금) 세계 도시 탐방 구글어스를 이용해 세계 도시의 문화 유산 
탐방하기(아메리카, 아프리카) 1

9 10.25(금) 여행 계획 세우기 세계 여행 계획 세워보기 1

10 11.1(금) 여행 계획 세우기 세계 여행 계획 세워보기 1

11 11.8(금)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2 11.15(금)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3 11.29(금) 여행 계획 세우기 세계 여행 계획 세워보기 1

14 12.6(금) 여행 계획 발표 세계 여행 계획 발표 1

15 12.13(금)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6 12.20(금)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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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 I .Y. 과학 실험반

수업 장소 과학실 지도 교사 권○○

배움 목표 실험의 결과물로 공예작품을 만들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라바램프, 석고방향제, 동전색 바꾸기, 호박만들기

관련 진로ㆍ직업 실험설계사, 과학교사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3(금)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30(금) OT 조별 실험 설계하기 1

3 9.6(금) 석고 방향제 제작 방향제 원리 이해 및 제작 1

4 9.20(금) 라바램프 제작 라바램프의 원리 이해 및 제작 1

5 9.27(금) 동전색 바꾸기1 앙금 반응으로 동전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탐색 1

6 10.11(금) 동전색 바꾸기2 1의 방법으로 실행 1

7~8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9 10.18(금)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0 10.25(금)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1 11.1(금) 호박 만들기 실험을 통해 호박(광물) 만들기 1

12 11.8(금)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3 11.15(금)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4 11.29(금)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5 12.6(금)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6 12.13(금)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7 12.20(금)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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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양철학 이야기 – 철학자의 물음

수업 장소 3-2 지도 교사 장○○

배움 목표
서양철학의 주요 인물들의 사상을 익히고 철학자들이 탐구하고자 했던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으로 철학적 사고력을 기른다.

주요 활동 내용
서양철학의 주요 인물들이 탐구했던 물음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정
립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생각의 깊이를 더한다.

관련 진로ㆍ직업 교육 분야, 인문 분야 관련 직업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3(금)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30(금)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물음 1

3 9.6(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물음 1

4 9.20(금) 플라톤 플라톤의 물음� 1

5 9.27(금) 플라톤 플라톤의 물음‚ 1

6 10.11(금)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 1

7~8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9 10.18(금) 스토아, 에피쿠로스 스토아-에피쿠로스의 물음 1

10 10.25(금) 베이컨, 홉스 베이컨, 홉스의 물음 1

11 11.1(금)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물음 1

12 11.8(금)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3 11.15(금)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4 11.29(금) 로크 로크의 물음 1

15 12.6(금) 흄 흄의 물음 1

16 12.13(금)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7 12.20(금)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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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로 메이커반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수업 장소 ⓔ글샘교실 지도 교사 조○○

배움 목표
▪진로, 직업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비전(꿈)을 설계할 수 있다.
▪진로관련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를 이해

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드론 날리기 체험
▪목공체험(핸드폰증폭기, 슬라이딩 필통 만들기)
▪인공지능(AI)히어로
▪자신의 꿈 배지 만들기

관련 진로ㆍ직업 인공지능 전문가/드론 전문가/목공 아티스트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3(금) 분반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30(금)  직업세계의 이해  
- 4차산업혁명시대의 직업세계 이해하기
- 직업카드를 이용한 직업분류활동

1

3 9.6(금) 다중지능검사 -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유형검사 1

4 9.20(금) 꿈배지 제작 - 자신의 꿈배지 만들기 1

5 9.27(금) 목공체험 - 핸드폰 증폭기 만들기 1

6 10.11(금) 목공체험 - 슬라이딩 필통 만들기 1

7~8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9 10.18(금) 진로독서교육 - 미래탐험 꿈발전소 독서교육 1

10 10.25(금) MBTI
성격유형검사 - MBTI 16가지 성격유형별 특징과 직업분야 파악하기 1

11 11.1(금) 고딩이 말하는 고등학교
-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교 및 학교의 

유형과 특성 탐색
1

12 11.8(금)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3 11.15(금)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4 11.29(금) 인공지능(AI)히어로
- About A-I
- 인공지능시대 나의 진로

1

15 12.6(금) 지난 활동 돌아보기
- 지난 교육활동을 되돌아보고 소감문 쓰고 

발표
1

16 12.13(금)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7 12.20(금)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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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색(色)다른 한국사 

수업 장소 3-4 지도 교사 조○○

배움 목표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해 이해하기 
▪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설계하기 

주요 활동 내용
▪꿈노트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 설계하기 
▪우리민족 4대 명절 조사하고 명절음식 만들기 
▪독립운동 관련 영화 감상 후 감상문 쓰기 

관련 진로ㆍ직업 교사, 문화해설사, 외교관, 변호사, 국회의원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0(화)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27(화) 진로교육
MBTI 성격 검사 및 구글 클래스룸으로 
꿈노트 만들기 

1

3 9.3(화) 진로교육 모둠별로 꿈노트 공유하고 발표하기 1

4 9.10(화) 진로교육 직업심리검사 및 결과분석 1

5 9.17(화) 역사교육 추석맞이 우리민족 4대 명절 조사하기 1

6 9.24(화) 역사교육 모둠별로 명절음식 만들기 1

7 10.7(화) 역사교육 독립운동 관련 영화 감상 1

8 10.15(화) 역사교육 독립운동 관련 영화 감상 1

9~10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11 10.22(화) 역사교육 독립운동 관련 영화 감상문 작성하기 1

12 10.29(화) 역사교육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 알아보기, 태극기 그리기 

1

13 11.5(화)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4 11.12(화) 역사교육
나의 뿌리 찾기(성씨·본관 등) 및 조상님 
기억하기 

1

15 11.19(화)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

정

16 12.3(화) 역사교육 그래프를 이용한 나의 역사 만들기 1

17 12.10(화)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8 12.17(화)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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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 I .Y. 과학 실험반

수업 장소 과학실 지도 교사 권○○

배움 목표 실험의 결과물로 공예작품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할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라바램프, 석고방향제, 동전색 바꾸기, 호박만
들기

관련 진로ㆍ직업 실험설계사, 과학교사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0(화)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27(화) OT 조별 실험 설계하기 1

3 9.3(화) 석고 방향제 제작 방향제 원리 이해 및 제작 1

4 9.10(화) 손가락화석 제작 화석 형성 원리 알기 1

5 9.17(화) 라바램프 제작 라바램프의 원리 이해 및 제작 1

6 9.24(화) 동전색 바꾸기1
앙금 반응으로 동전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탐색

1

7 10.7(화) 동전색 바꾸기2 1의 방법으로 실행 1

8 10.15(화)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9~10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11 10.22(화)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2 10.29(화) 호박 만들기 실험을 통해 호박(광물) 만들기 1

13 11.5(화)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4 11.12(화)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5 11.19(화)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6 12.3(화) OT때 설계한 실험 진행 OT때 직접 설계한 내용으로 실험하기 1

17 12.10(화)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8 12.17(화)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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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ᆞ대ᆞ반ᆞ문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수업 장소 3 – 7 교실 지도 교사 김○○

배움 목표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한다.

주요 활동 내용
▪시대를 담은 시청각 자료 감상
▪관련 문학작품 감상
▪신호등 토론 및 마음 나누기

관련 진로ㆍ직업
내 삶의 내비게이션 (시대정신을 지키는 가치 있는 삶)

비평가ㆍ작가 / 사학자 / 사회학 / 언론ㆍ방송인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0(화) 프로그램 선택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27(화)

미래로 보는 현재

오리엔테이션
영상: 블레이드 러너, 학교를 고발하다
읽기 자료: 시- 가지 않은 길, 수업
   도서-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1

3 9.3(화) 1

4 9.10(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상 - 영화 귀향, 보도 뉴스
읽기 자료: 수난이대, 천 개의 눈물, 
          수요 집회와 경제 보복

1

5 9.17(화) 1

6 9.24(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영화-동주
윤동주의 시 읽기 1

7 10.7(화) 말의 힘, 나 VS 우리 영상 - 말모이
읽기 자료 - 꺼삐딴 리 1

8 10.15(화) 그해, 4월 그 해 4월, 시인 김수영(지식채널ⓔ),
김수영의 시 읽기 1

9~10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뷰

2

11 10.22(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관련 시

1

12 10.29(화) 1

13 11.5(화)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고르기

1 공통교육과정

14 11.12(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화-택시운전사, 1987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작품 읽기 1

15 11.19(화)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6 12.3(화) 되돌아보기 1학기 진로선택수업 평가 및 피드백 1

17 12.10(화)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8 12.17(화)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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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화 제작소

수업 장소 3-5반 지도 교사 김○○

배움 목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핫이슈를 탐색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삶과 연계된 핫이슈를 통해 사회적 지식을 넓히고, 영상 직접 제작을 
통해 영상제작자의 진로를 탐험해본다.

주요 활동 내용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찾아보고 그 중 관심 있는 

주제 선정하기
▪영상 제작을 위한 설계, 시나리오 등 준비하고 완성물 만들기

관련 진로ㆍ직업 기자 / 아나운서/ PD/ 영화감독/ 시나리오작가/ 언론인 등 

차시 일정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시간 비고

1 8.20(화) 분반 내가 들을 강좌는? 1

2 8.27(화) 영화제작 탐색 UCC란 무엇일까요? UCC 알아보기 1

3 9.3(화) 사회현상 탐색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을까?① 1

4 9.10(화) 진로탐색영상 잡스 시청을 통한 직업 탐색 1

5 9.17(화) 사회현상 탐색②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을까?② 1

6 9.24(화) 영화 주제 선정 내가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주제 선정
하기 1

7 10.7(화) 영화 개발① 영화 시나리오 짜기① 1

8 10.15(화) 영화 개발② 영화 시나리오 짜기② 1

9 10.17(목) 직업실무 체험 관심 있는 분야 직업 체험, 전문직업인 인터
뷰 2

10 10.22(화) 영화  촬영① 영화 촬영하기① 1

11 10.29(화) 영화  촬영② 영화 촬영하기② 1

12 11.5(화) 우리 지역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 정보 수집하고 내가 가
고 싶은 학교 선택하기 1 공통교육과정

13 11.12(화) 공부의 신 과목별 공부 방법/자기주도학습 계획 1 공통교육과정

14 11.26(화) 영화 편집 촬영물 편집하기 1 컴퓨터실
이용

15 12.3(화) 영화  완성 및 발표 공유하기 촬영물을 완성하여 유튜브 업로드하기
영화 완성물 발표 및 공유하기 1 컴퓨터실

이용
16 12.10(화) 직업 탐색 직업 이슈 검색하여 발표하기 1 공통교육과정

17 12.17(화) 직업 탐색 기술의 발달과 직업 1 공통교육과정

시간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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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학교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제언ᆞ개선 방향 

▪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 학생의 흥미와 적성, 희망을 반영하여 선택교
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합당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음

▪ 주당 1시간 활동의 한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학생 간 공유시간이 부족함.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2시간 블록수업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음.

▪ 학생 선택권과 교원수급의 문제, 삶의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은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
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명명된 과목을 배우고 있음.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삶의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축소하고 선택교과에서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
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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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을 실천하는 학생주도형 창의적체험활동

 6   삼권분립 자치학교ㆍ자율동아리 사례

 가  학생주도형 창의적 체험활동 개요 

◆  활동 목표

￭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
￭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키우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며 즐거운 성장의 공간으로서 학교 분위기 조성
￭ 학생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
￭ 꿈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자기 창조능력 고양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생주도형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 실천내용

￭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 Ÿ 송우 인성 글밭 및 각종 캠페인 활동

￭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자율적 규범 세우기

Ÿ 학급 존중의 약속 세우기
Ÿ 민주적 학급자치회 구성
Ÿ 학생자치회 운영 및 활동
Ÿ 함께 지키는 자치규약 및 교육처분 수립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Ÿ 자치의회, 자치법정, 학생자치의 삼권분립
Ÿ 학생회의 자율적 사업 계획 및 행사 운영 능력 

함양
Ÿ 학생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학생 주도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 실천 Ÿ 한빛제, 동아리축제, 스포츠리그 등의 행사 주도
Ÿ 인성교육: 인성글밭 소감문 쓰기, 독서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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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동 개선 방안 

◆  삼권분립 자치 학교 운영을 통한 민주 시민 역량

⚫ 학생자치회 월별활동

   

월 자치회 비고

상시 대여사업, 하이데이, 기본생활습관 캠페인, 자치법정, 자치의회, 
자체 봉사활동 <부서> 

회장단, 
이벤트부, 

꿈끼지원단,
생생지원부,

스포츠자치부,
자치법정부

총24명 구성,

주1회 정기회의

3 학생자치회 조직, 학급 자치 임원 선거, 송우캘린더 제작
학급 존중의 약속 세우기, 삼권분립자치학교 조직, 대의원회

4 인성글밭 현수막 게시, 자치회 리더십 캠프, 송우캘린더 배포, 
세월호 추모행사, 존중의 약속 되돌아보기

5, 6 인성글밭 소감문 쓰기, 대의원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친구사랑의 달 행사

7 대의원회, 인성글밭 현수막 게시, 작은 동아리 축제

8 2학기 학급자치 임원 선거, 존중의 약속 세우기

9 대의원회, 송우캘린더 배포, 독서골든벨 대회 

10 인성글밭 소감문 쓰기

11 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학생의 날 기념행사, 
인성글밭 현수막 게시

12 한빛제 및 동아리 축제

1 2020학년도 자치회 조직, 자치회 리더십 캠프

⚫ 학생자치회 부서별 활동 

   

부서명 주요 할 일 

이벤트부
Ÿ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자치회 주도의 이벤트 기획, 실행
Ÿ 한빛제 준비, 진행

생생지원부
Ÿ 물품 대여, 관리                   •  봉사활동 안내 및 지원
Ÿ 학교 문화 캠페인 활동

스포츠자치부
Ÿ 교내 스포츠 리그 준비, 진행       •  스포츠축제(10월) 준비
Ÿ 스포츠봉사단 운영

꿈끼지원부
Ÿ 동아리축제 기획, 실행, 홍보       •  동아리 회장들과 협력, 회의
Ÿ 자율동아리 활성화                •  송우캘린더 제작 및 배포

자치법정부
Ÿ 자치규약 및 교육처분 심의
Ÿ 토론, 변호, 판결 등의 모의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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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정 월별활동

   

월 활동 내용 비고

3
 민주시민 TF팀 협의를 통한 자치법정 방향 설정, 자치법정회 

조직   학생자치회3명
 +학급임원4명
 +일반학생4
 = 총11명 구성

4
 연간 활동 계획 세우기, 역할 나누기, 자치법운영학교 워크숍 

참석  

5
 자치법정 학급 안내 계획 수립, 자치법정 전문 강사 초빙 연수, 

 자치의회 및 대의원회의 연계를 통한 자치규약 내용 점검

6  자치규약 설문조사 실시, 피드백

7/8  1학기 평가 및 2학기 활동 계획 수립 

9  자치규약 실천 방법 결정, 모의법정 실시, 자치규약 홍보 캠페인  

10  자치규약 홍보 캠페인 활동 (주2회)

11  자치규약 홍보 캠페인 활동 (주2회)

12  연간 활동 평가 및 다음 년도 계획 수립

⚫ 자치의회 월별활동

   

월 활동 내용 비고

3
1학기 자치의회 조직

*학년대표 2명*3개 학년4명, *학생자치회 3명   총 9명

4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 – 추모 편지의 글 작성

5 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토의

6 자치규약에 대한 제언

7/8 1학기 자치의회 돌아보기

9 2학기 자치의회 조직 / 활동계획 수립

10 학년별 자치의회 정책 제안

11 학년별 자치의회 정책 제안

12 2학기 자치의회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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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ㆍ너ㆍ우리가 만나는 자율동아리 활성화

⚫ 동아리 월별활동

구분 내용 시기 비고

활동 안내 및 부서 등록 학생 자율동아리 개설, 홍보 및 등록 3월 1주~3주

홍보 및 학생모집 학생 자율적 홍보 및 모집 3월 1주~3주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및 활동 4월

활동 운영 정기활동: 연간 13시간
자율활동: 주 1회 활동 권장 연중

작은 동아리 축제 동아리별 작은 동아리 축제
: 점심시간, 특별실과 각 층 중앙쉼터 7월 2주

24팀 동아리 
참가

동아리 전체 발표 큰 동아리 축제: 전체 동아리, 각 교실 
및 특별실, 중앙쉼터, 운동장 12월 4주

활동 평가 동아리활동 평가  12월

⚫ 2019년 동아리 구성현황

연번 부서명 비고 연번 부서명 비고

1 두부밴드반

교육과정내
동아리

20 송사리반(역사반)

교육과정내
동아리

2 코스메틱스반 21 후아유반
3 솔리언 또래상담반 22 탁구반
4 YOUTH반(댄스반) 23 spider반(학생회)
5 프로그래밍반 24 컬러테라피반
6 세젤잘 축구반

25 고품격 독서 동아리
7 영상제작반

26 생활요리반(통합반)
8 실루엣반(댄스반)

27 영화로 만나는 세상9 만화반
28 소리로 만나는 세상10 피구반
29 송우인의 쪼물쪼물반

교육과정외자
율동아리

11 또바기 라온제나반
30 사법부반12 SMBC 1반(방송반)
31 수포자반13 만들고놀고반
32 First반(댄스반)14 ACE 1반(농구반)
33 그림동화책 읽기반15 ACE 2반(농구반)
34 신문반16 멘토링반

35 SMBC 2반(방송반)17 드론반

36 자치법정반18 B.G.M반(힙합반)
37 플로어볼반19 WILD반(댄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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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영의 성과 

Ÿ 학생 중심의 행사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리더십과 소통 능력 향상
Ÿ 즐겁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

  •  삼권분립 자치학교(학생자치회, 자치의회, 자치법정) 도입으로 학생주도적 학교문화 구축
Ÿ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Ÿ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통한 자기 창조능력 고양 및 직업의식 함양

⚫ 학생자치회 행사 사진(입학식, 동아리홍보, 하이데이, 리더십캠프, 대의원회, 세월호추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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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동아리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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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정 (외부강사 연수, 자치규약 제정, 자치규약 질의, 모의법정)

⚫ 자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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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동 제언ᆞ개선 방향 

◆ 공유와 나눔

문제점: 
- 학생자치회 주도적인 진행으로 행사 운영을 하며 행정 절차, 타교과ㆍ타부서의 협조, 교육과정 운영

의 일치 등 부가적인 요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학생들의 의욕적 사업 추진으로 매월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되다 보니 학생자치회의 업무가 과중됨.
- 신설된 자치법정과 자치의회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생소한 제도인 탓에 주도적인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학급 존중의 약속 세우기 및 되돌아보기가 학기 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을 위해 자치 시간 확보를 더 필요함. 
- 대위원회의 회의 사항이 학급 자치에 전달되고 시행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학급회의 의견

이 전체 대위원회에 전달되지 못하는 등 학생회와 학급 자치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되지 못함.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함. 학급회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함.   

개선 방향ㆍ노력: 

- 학생자치회 임원들간의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여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활동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서별 업무 및 개인별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여 특정 
부서, 특정 임원에게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도록 함.

- 물품구입 등의 예산 사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타부서 및 교육과정의 협조가 필요한 행사에 있어서
는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부서장들이 별도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학급 존중의 약속 세우기 활동과 자치의회, 자치법정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통일되고 공정한 규칙 
준수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규약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함.     

    - 대위원회와 학급회의를 통해 들어온 안건에 대해 부장회의에 발의하여 각 부서별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여 피드백을 제공함.

※ 부록ᆞ참고자료

1. 2015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학교 개요   182

   2. 2019 주제 중심 학년 인성 교육과정   184

   3. 학교 연혁 및 교실 배치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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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5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학교 운영 방향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타공인(自他共人)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연구의 목적

Ÿ 미래 역량 성장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실현의 기반 조성

Ÿ 스스로 성장 목표를 세우고 학습 방향을 선택하는 학생주도형 교과 교육과정 운영

Ÿ 앎을 실천하는 학생주도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자타공인 창의융합형 인재

【스스로를 긍정하고ㆍ타인을 존중하며ㆍ삶의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自: 자신을 긍정하고

他: 타인을 존중하며

共: 더불어 살아가는

人: 창의융합형 인재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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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설정   

<자타공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학생주도형

교과교육과정 운영

학생

   주도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자타공인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과정 TF팀
+ 학습 공동체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프로젝트수업 기반
학생주도 교과 교육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융합교육과정

학생주도형 
선택교육과정

진로 선택 교육과정

자율동아리 활성화

삼권분립 자치학교
민주시민교육

미래 역량 성장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실현 기반 조성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방향 설정 및 교육과정연구 TF팀 운영
나. 교육과정 재범주화를 통한 유사, 중복 영역 일원화 모델 탐색
다.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공동체 운영·연구 역량 함양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주도형 교과 교육과정 운영

가. 프로젝트 수업 기반 학생주도 교과 교육과정
나. 배움과 세상이 만나는 융합 교육과정
다. 학생주도형 선택 교육과정ㆍ프로그램 운영

▼

앎을 실천하는 학생주도형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가. 삼권분립 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
나. 나ㆍ너ㆍ우리가 만나는 자율동아리 활성화
다. 성장스토리가 있는 진로 교육 강화

自他

共人

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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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9 주제 중심 학년 인성 교육과정

2019학년도 ( 1 )학년 운영 계획

 학년 비전
 경청·배려·책임을 통해 함께 도전하고 실천하는 평화공동체



 학년 교육목표

◦ 상대방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진다.

◦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꿈을 탐색하고 도전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교과/단원 성취기준 / 학생중심 프로젝트 내용 평가시기/방법

경
청

지식정보

처리역량,

의사소통

역량,

 건전한 

청소년 

대화문화 

확립

국어
2-(1) 마음을 
담은 언어 

공감대화, 나 전달법, 바른 언어사용
-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한다.
평화교실만들기 프로젝트

 3월 / 
과정결과평가

영어
lesson1

An exciting new 
world

[9영04-04]개인 생활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문장을 쓸 
수 있다. 
자기소개 관련된 영어표현 배우기
- 주어진 낱말이나 어구를 재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기
- 본인에 관련한 글을 영어로 쓰기

4~5월 / 
개별평가, 과정평가

수학
4-(2) 그래프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발표하기
 6~7월 / 
발표평가

체육
  건강활동

- PAPS(건강체력 향상)
3월 / 

개별성취도평가

 도덕
1-3. 나의 

도덕적신념은 
무엇인가

나의 마중물 문장 소개하기
-도덕적 신념을 발표하기
-친구들의 도덕적 신념을 통해 나의 신념 성찰하기

3~7월 / 
과정평가
(발표 및 

성찰문작성)

가정

또래문화 파악하기
-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
- 건강한 친구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3~5월 / 
토의 및 토론,

학습일지

진로와직업
∘<Design my dream> 꿈 발표하기를 통해 타인의 꿈을 
경청하고 자신의 꿈을 존중할 수 있다.

7월 /
자신 꿈 발표

한문 / Ⅰ. 
한자를 만드는 

방법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 한자를 만드
는 방법과 관련한 보고서 쓰기

4월 / 
서술형 평가

배
려

공동체역

량

정보처리 

역량 

국어
3. 더불어 사는 

지혜 

학교생활 개선 프로젝트
-토의하여 문제 해결하기 

 9월 / 
프로젝트 
동료평가

Ⅱ.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3. 성 역할

-성 역할 고정 관념이나 편견의 사례 찾아 바꿔 보기
6월 / 

토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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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력

의사소통

역량

영어 
lesson  5
Art for all

[9영04-01]일상생활에 관한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소개하는 표현 배우고 만들기
- 주어진 낱말이나 어구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기.
- 모둠활동을 통해 포스터 완성하기

 9~10월 / 
과정평가

(토의 및 발표)

수학
 8-(5) 실생활 
자료의 정리와 

해석

통계 프로젝트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올바르게 분석하여 통
계포스터 만들기 

 10월 / 
동료평가, 
과정평가

배
려

공동체역

량

정보처리 

역량 

협동력

의사소통

역량

과학
3. 생물의 
다양성 

- 생물 분류하기
- 생물 다양성 보전 방법에 대해 서술하기

4월 / 
서술평가

도덕
2. 타인과의 

관계

송우인이 만드는 착한세상 프로젝트
-가족,친구,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돌아보기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 찾기
-발표 및 공유하기

5월 / 
과정평가

(토의 및 발표)

음악 
1. 도전, 음악 

속으로

기악 중주
-악기의 운지법을 익혀 모둠별 중주 연주하기

6월 / 
실기평가

한문 / Ⅰ. 
한자를 만드는 

방법

[9한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 학습한 한자 음, 
뜻 맞히기

3월~5월 / 
서술형 평가

책
임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

도전능력 

영어 
lesson 4

Catch the Sun

[9영04-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
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일상 생활의 경험과 계획에 대한 글쓰기
 -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여 글로 작성하기 
- 보고서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발표하기

6~7월 / 
과정평가

(보고서 및 발표)

 도덕
3.세계시민윤리

세계시민프로젝트
-독서활동[내가라면을먹을때, 힐더월드 등
-세계시민실천계획 세우기
-실천 및 실천내용 공유하기

11~12월 / 
과정평가

(보고서 및 발표)

과학
7. 과학과 나의 

미래 

-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
을 생각해보기

 12월 / 
서술평가

 기술
° 재료의 특징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
-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

 9월 / 수행평가
11월 / 서·논술형 
포트폴리오 작성

진로와직업
∘<Search my job> 성공미래 일기쓰기 활동: 자신이 이
루고자 하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일기형식으로 적고 
발표해보기

12월 / 성공미래 
일기쓰기 대회

한문 / 01. 모양 
그리고 점과 선

[9한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는 태도를 형성한다. / ‘한문’을 소개하는 마인드 맵 만들기 

4월 / 서술형 평가

한문 / Ⅱ. 
자전에서 
한자찾기

9한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
한다. /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6월 / 논술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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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 2 )학년 운영 계획

 학년 비전
바른 인성을 길러 꿈과 미래를 채우는 행복공동체


 학년 교육목표

◦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공동체의 규율을 스스로 지켜 질서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 꿈과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고 서로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교과/단원 성취기준 / 학생중심 프로젝트 내용 평가시기/방법

배려

존중

감사

절제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국어>
1. 나만의 색을 

찾다
4. 너의 자리에 서 

보다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
로 형상화한다.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9국05-0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 관점 바꿔 이야기 창작하기

4, 5월/프로젝트
수업, 과정 및 결과

쓰기 평가

<한문> 
08. 겉뜻과 속뜻

[9한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고사성어를 활용한 신문 기사 만들기

4월/서술형 평가

<영어>
Lesson 3. The 
Music Goes on

[9영04-02]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
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팬레터 쓰기

5~6월/쓰기평가

<사회>
4-3. 문화의 
공존과 갈등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 또는 공존하는 지역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 문화 갈등과 공
존의 사례를 민족, 종교, 정치(이념), 국경 문제 및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 파악하고 인류가 다 함께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추구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토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월/포트폴리오 

<사회>
6-3. 지속 

가능한 자원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신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자원의 종
류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는 효과와 현
재의 유한한 자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7월/수업 실천

<가정>
Ⅲ-01.청소년의 

자기관리

생활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 및 생활 자원 관리 
문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
고 실천한다. / 생활시간 분석하기, 균형 있는 생활시간 계획
하기

3월/포트폴리오작성

<음악>
1-4. 음악은 
늘 내 곁에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
다. /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
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상시/서술형평가

<음악>
5. 융합, 벽을 

넘어서

세계 여러 지역의 춤곡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6-7월/ 
서술형 평가

<체육>
PAPS

[체9105] 체력증진의 과학적 원리, 운동내용,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습관화 한다./ GRIT성장평가

4월/정량적평가

<체육>
플라잉디스크

[체9314] 플라잉디스크 경기 방법과 유형별 경기 기능을, 
경기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경기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 GRIT성장평가

6월/정량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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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표현

[9미01-01]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우리 마을 간
판 리 디자인 프로젝트

3~5월/과정평가/프
로세스 폴리오 

/동료평가

공감

소통

포용

협력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국어>
2. 나도 설명의 

  달인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 다양한 대상 설명글 쓰기

6월/
포트폴리오 평가

<수학>
Ⅶ. 확률

[9수05-05]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 확률을 이용하여 주어진 그림 완성

7월/실행능력평가

<역사>

1-4.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역9114. 고조선의 성립을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파악
하고, 고조선의 발전을 철기 문화의 발달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단군 신화 사료를 분석하고 그림으
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특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다. 
/ 신화 이해 자료 제작을 통한 공동체 중요성 배우기

3월/포트폴리오

<역사> 

3-3.발해의 

발전과 문화

역9135.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발해의 발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중국의 역사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논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 발해 문화 보고서 쓰기

6월/역사논술

경청

자율

도전

창의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국어>
3. 우리가 만드는 

의미
4. 너의 자리에 서 

보다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
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 경청과 공감 대화 프로젝트

3월/포트폴리오평가

<한문>
10. 말의 순서

[9한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의 구조에 맞게 문장 만들기

5월/서술형 평가

<한문> 
15. 간지를 

연도로

[9한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는 태도를 형성한다. / 연도별 간지표 만들기

6월/서술형 평가

<영어>
Lesson 8. Be 
Like Sherlock!

[9영03-07]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
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이야기 이어 쓰기

10~11월/
프로젝트 평가

<수학>
Ⅳ.일차함수와 

그래프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일차함수가 되는 예를 찾고 일차함수의 기

울기, x절편, y절편,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
10월/논술형 평가

<기술>
Ⅴ-01.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
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 가상시뮬레이션 통신기술인 VR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11월/실기평가

<음악>
3. 역사, 변화 

속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한다.
/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
하여 발표한다.

3-4월/서술형평가

<미술>
표현

[9미01-03]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 라이트 아트 프로젝트

5월/과정평가/동료
평가/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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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3학년 운영 계획

 학년 비전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3학년 협력 공동체


 학년 교육목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감능력 및 건강한 인성 함양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자기 관리 역량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

◦세상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 민주시민의식 함양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교과/단원 성취기준 / 학생중심 프로젝트 내용
평가시기

ㆍ방법

공
감

의사소통
역량

수학/
1.실수와 그계산

수91041~수91051. 제곱근의 의미를 파악하고 무리수의 뜻을 
알고 그 예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3월 14일 파이데이 기념 퀴즈 및 행사 진행

3월/실행능력
평가

국어/ 
1. 올바른 
언어생활

국2917-2.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다.
/ 상황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구사하기

3월/ 
포트폴리오 

작성

사회/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5.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사91111~사91113-1 사91115-1, 사91124-1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을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을 통
해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수
행활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실천하고 
탐구 내용을 렉쳐포럼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자ㆍ스ㆍ민 자원환경 프로젝트

4~5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평가

수업일기

과학/
Ⅳ. 생식과 발생

과9184-2. 사람의 임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9184-3. 여러 가지 요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의 발생과 임신과정을 통하여 임신 중 약물과 음주, 흡연을 하
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논술하기  

4월/포트폴리
오 작성 및 

논술 수행평가

영어/
3. Our Class 

Diary

영중932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일기에 댓글 달기

4~5월 / 
포트폴리오 

평가

과학/
Ⅵ. 유전과 진화

과9202-2.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사람의 유전 현상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과9202-3.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사람의 반성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유전현상의 원인과 증상등을 모둠별로 조사해보고 안내자료 
만들어서 발표하기  

5월/포트폴리
오 작성 

역사/
6. 조선 사회의 

변동

역9161.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5월 / 역사 
논술 수행평가

가정 /
2. 녹색가정
생활의 실천

가9151-1. 녹색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한국형 식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식품군별 섭취 횟수에 따른 끼니 배분과 식단 작성하기

5월 / 
포트폴리오 

작성 및 
수행평가

미술/ 감상

미9321. 미술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에 근거하여 작품
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미술과 달라진 미술작품들의 시대별 배경 이야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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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찰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역량

도덕 /
3. 도덕적 
자아상

도917. 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생관 및 도
덕적인 자아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도덕적 자아상 세우기

3월 / 
프로젝트 활동 

수행평가

사회/
2.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사91093 공정무역 초콜릿과 일반 초콜릿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실천하여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사91083-1, 사91093-1, 사91133-1 사회 단원 주제와 연관된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이슈에 대해 논쟁 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 /시사 이슈를 
활용한 활동 및 논쟁문제 분석

4~5월/ 
포트폴리오 

평가
수업일기

논쟁문제분석

영어/
1. A Motto for 

Your Life

영중9421-1. 개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소재로 하여 짧은 글을 
쓸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토를 정한 후 이에 대한 이유 쓰기

3~4월 / 논술 
수행평가 및 
포트폴리오 

평가

국어 / 
3. 삶의 이해와 

성찰

국2937-3.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
는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성찰하는 글쓰기

6월 / 
포트폴리오 

작성 및 쓰기 
수행평가

체육/
1. 건강활동

체9131. 다양한 체력 요소의 측정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체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부족한 체
력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력향상 운동 계획하기

6월 / 논술 
수행평가

기술가정 /
Ⅵ. 1-4 

생명기술의 윤리

기9261-2.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고 활용되는 생명 기술의 의미와 특성, 
생명 기술에서 이용되는 원리와 활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간배아복제
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9월/ 서술형 
평가

토론하기 

민
주
시
민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기술가정 /
Ⅴ. 3에너지와 

수송기술

기9252-2. 수송 기술의 의미, 특성, 시스템을 이해하며, 육상, 해상, 우주 
항공 기술의 기초적 원리와 활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모둠원과 협
력하여 창의적으로 전기자동차 만들기

4월 / 
프로젝트 수업

수행평가

국어/ 1.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읽기

국295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학작품 찾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창
작하기

4-5월/ 시감상 
및 창작 
수행평가

사회/
9. 인권보장과 
법10. 헌법과 

국가기관

사92082-1 사92083-1 사92093-1 사92142-1 사92101-1~사92103 
국가기관 탐구 조사 활동을 통해 각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어
떻게 적용되는지 과제를 찾아 실천하고 탐구 내용을  서로 공유함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바로 알기 프로젝트

10~11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평가

수업일기

영어 /
4. How Kind 

You Are!

영중921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제를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에 맞는 격려 및 위로하기

5~6월 / 
말하기 평가 

및 포트폴리오 
평가

과학/
Ⅰ. 전기와 자기

과9154.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결론 
도출하기

6월/포트폴리
오 작성 및 

논술 수행평가

역사 /
8.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역9185.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크리스트교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6월 / 역사 
박물관 만들기 

및 운영

도덕 /
1. 사회 정의와

도덕

도935.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다양한 양상을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 정의의 의미와 필요
성 파악하기

9월 / 
포트폴리오 

작성

미술/ 표현
미9232.조형 요소와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만의 표현도구를 활용하여 조형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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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 연혁  

  년 월 일 연 혁

2003. 10. 20

2006. 03. 01 

2006. 03. 02 

2006. 07. 14 

2007. 03. 01 

2007. 03. 02 

2007. 05. 10

2008. 03. 01

2008. 03. 02 

2008. 10. 01 

2009. 02. 12

2009. 03. 02

2010. 11. 28

2011. 03. 01

2011. 09. 23

2011. 10. 30

2012. 01. 30

2012. 09. 01

2012. 12. 18

2013. 02. 04

2015. 09. 01

2016. 03. 01

2016. 09. 01

2016. 10. 30

2017. 02. 09

2017. 12. 31.

2018. 12. 27.

2018. 12. 31  

2019. 01. 08.

2019. 03. 04

2019. 03. 04

송우중학교 설립인가(4학급)

박정수 초대교장 취임

제1회 입학식(신입생 4학급 158명 입학)

개교기념식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시범학교 지정(2년)

제2회 입학식(신입생 4학급 160명 입학) 

교육인적자원부 친한 친구 교실운영 지정

제2대 윤오한 교장 부임

제3회 입학식(신입생 5학급 203명 입학), 특수학급  2학급 설치

제1회 한빛제 실시

제1회 졸업식(159명 졸업)

제4회 입학식(신입생 6학급 237명 입학)

제3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소프트볼 우승

제3대 이인숙 교장 부임

도지정 체육교육시범학교 발표

제4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소프트볼)준우승

WEE CLASS 상담실 설치

혁신학교 지정

제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소프트볼)우승

학교도서관 운영 최우수교 선정

혁신학교 운영(3년차)

제4대 정동석 교장 취임

혁신학교 재지정

2016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위(소프트볼)

포천시자랑스런운학교 재선정

2017 공공성 독서인문교양교육,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민주시민교육활동 우수교 교육감 표창

제7회 한빛제

2018 민주시민교육활동 유공기관, 혁신교육 업무정상화 유공기

관 교육감 표창, 학교체육활성화 유공기관 장관 표창

제11회 졸업식(200명, 총 2274명)

제14회 입학식(7학급, 204명)

교육부 요청 교육과정개선 정책 연구학교(2019~2020) 선정

교실 배치도

5층 음악실 다목적실

교과서
교복창고 화장실

진로진학
상담실

Wee 
Class

(상담실)

화
장
실

과학실

준

비

실

미술실4층 

1-7 1-6 1-5 1-4
1학년
교무실

1-3 1-2 1-1

학생회실
안전생활
 인권부

화장실
학부모
상주실

다문화
예비학교

화
장
실

기술실

준

비

실

가사실3층

2-7 2-6 2-5 2-4 2-3 2-2 2-1
2학년
교무실

성적
처리실

 밴드
동아리실

화장실

2층 회의실
(수업 참관 등록 및 

휴게 장소 
9 : 00 ~ 12 : 30)

화
장
실

어학실

준

비

실

컴퓨터실
2층

3-5
5분임

전문학습

공동체

3-4
4분임

교육

과정

3-3
3분임

교육

공동체

3-2
2분임

생활

교육

3학년

본교무실

평
가
관
리
실

방송실

3-1
1분임

학생

자치

샤워실 화장실
창

고

숙
직
실

교직원
휴게실

시설관리실
화
장
실

ⓔ- 글샘교실
(콘퍼런스 등록 및 
1, 3부 진행 장소

14 : 00~ )1층

도서실3-7 3-6
학습

도움반 
Ⅱ

학습
도움반 

Ⅰ
행정실

서

고
교장실 보건실

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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