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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스ㆍ민 프로젝트 1단계
                        3학년___반 ___번 이름: __________

교과서 내용분석: 지식ㆍ이해ㆍ역량키우기
Ⅳ. 지속가능한 자원 Ⅴ.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교과서

사회 교과서② 
77~111

지식ㆍ이해ㆍ역량 키우기
 ▣ [4단원 자원의 개발과 이용] 핵심 내용 이해하기
<핵심정리1>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문제점

[자료1] 자원의 의미(p77) [자료2] 에너지 자원 이용의 특징(p78, p79, p81)

① 자원의 분류

▶재생자원(순환자원)

▶비재생자원(고갈자원)

② 석유 자원의 특징

③ 석유 자원의 이동 특징

④ 에너지 자원의 이용 문제 해결 방안

[자료3] 

석유 및 천연가스를 둘러싼 

갈등 발생지역은? (p82~83)

⑤ 

<핵심정리2> 신ㆍ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개발 사례

신ㆍ재생

에너지의 

의미(p87)

신 에너지
지금까지 사용하던 에너지가 아닌 기술적으로 새로운 에
너지▪예 : 

재생 에너지
사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충되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예 : 

신ㆍ재생 

에너지의 

특징(p87)

장점

단점

우리나라의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사례

(p90~91)

조력 에너지
▪지리적 특징: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서해안 

▪대표적 사례: 시화호 조력 발전소

조류 에너지
▪지리적 특징: 

▪대표적 사례:  

풍력 에너지
▪지리적 특징: 

▪대표적 사례: 

▣ [5단원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핵심 내용 이해하기 
 <핵심정리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p98)

원인

영향

오존층

파괴

(p99)

원인

영향

황사

(p105)

원인

피해

장점

<핵심정리2> 일상생활과 환경 문제

 

GMO 
식품

(p109)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로컬
푸드
(p111)

로컬 푸드 

운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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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활동] 모둠 협력적 측면

1) 우리 모둠이 정한 프로젝트 주제가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모둠활동] 모둠 주제 정하기

1) 우리 토의 결과 모둠의 주제는 ? 

↳                                      

                                       

2) 우리 모둠의 프로젝트 표현 방법은? 

↳                                      

                                        

 [모둠활동] 주제 역할 분담

이름 소주제 및 내용 분담하기

⇩⇧  [개인활동] 공감적 이해 측면

1) 이 문제의 당사자(피해자)라면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가요?

↳                                         
                                           

                                           

                                          

                                           

 [개인활동] 사회적 측면

1)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

력을 해야 할 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의견

을 제시하고, 친구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어떻

게 알릴 것인지 방법을 써 봅시다. 

↳                                         
                                           

                                          

                                           

                                          

                                           

⇨

 [개인활동] 분석ㆍ이해적 측면

1) 개인이 자료 검색을 통해 조사한 내용과 분석한 내용은?

⇨
⇦

☞  [모둠활동: 동료평가] 댓글 달아 볼까?

모둠원이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2단계 활동한 결과 

발표를 듣고 보완해야 할 점과 잘한 점 써 줄까?

                                                 

                                                 

                                                 

                                                 

                                                 

                                                

                                                

☞  [모둠활동: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3단계 대비하기] 

자료 검색 및 분석 한 결과, 프로젝트 발표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모둠별 최종 정리 해 볼까?

∎예시)이름: 최종 핵심 내용                      

∎                                             

∎                                              

∎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2단계                               송우중학교 3학년 ____반 ___번 이름______________

나의 쇼셜 리터러시: 주제 탐색, 자료 검색 및 분석(문제점 찾고 해결 방안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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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스ㆍ민 프로젝트 3ㆍ4단계
                        3학년___반 ___번 이름: __________

▣ 단원 : 

▣ 주제 : 프로젝트 결과물 만들고 비평하기, 질문 만들기 및 질문하기

   □ 우리 모둠의 선정 주제 : 

   □ 목표 : 

▣ 해결 과제 

   - 우리 모둠의 실천 과제를 실생활과 연결지어 결과물에 반영해 본다.

   -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실제 결과물을 정리하고 탐구질문에 답을 해 본다.

단계 내용

[3단계]

최종 결과물 

표현하고,

비평하기

■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발표할 것인지 표현  

  해봅니다.(모둠별 결과물을 메뚝샘이 인쇄해 줄 예정임)

선생님 
조언

(3차 피드백)

■ 메뚝샘과의 토의 후 개인별 새로운 내용(아이디어)을 추가하여  
   결과물에 반영해 봅시다.

[4단계]

모둠 발표 

및 공유하기

■ 모둠별 발표내용에서 핵심 내용 및 질문할 내용을 적어보자.
■ 모둠: ____________ 모둠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모둠: ____________ 모둠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업 과정 
안내

■ 준비물: 모둠별 발표 결과물을 지정된 날짜까지 메뚝샘께 이메
일로 보내기(shopypark@korea.kr) 또는 구글 프리젠테이션(공유)

■ 프로젝트 5단계 ‘활동 평가와 성찰 및 최종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mailto:shopy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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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스ㆍ민 프로젝트 5단계
                        3학년___반 ___번 이름: __________

▣ 단원 : Ⅳ. 지속가능한 자원 Ⅴ. 지속가능한 환경

▣ 주제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 평가와 성찰, 최종 피드백하기

   □ 목표 : 

▣ 해결 과제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배운 점을 공유한다.

   -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기 하며 평가와 성찰을 해 본다.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실제 실천한 내용을 되돌아 보기 해 본다.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5단계
                        3학년___반 ___번 이름: __________

▣ 단원 : Ⅳ. 지속가능한 자원 Ⅴ. 지속가능한 환경

▣ 주제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 평가와 성찰, 최종 피드백하기

   □ 목표 : 

▣ 해결 과제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배운 점을 공유한다.

   -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기 하며 평가와 성찰을 해 본다.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실제 실천한 내용을 되돌아 보기 해 본다.

단계 내용

자기
성장
평가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수업 일기에 기록해봅시다.

동료

관찰

평가

관찰 항목
모둠원 이름(본인 제외)

모

둠

활

동

1. 주어진 활동의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1. 프로젝트 활동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3. 활동 자료 준비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4.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하

였다.

5. 발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합계

격려

하기

단계 내용

자기
성장
평가

■ 자ㆍ스ㆍ민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수업 일기에 기록해봅시다.

동료

관찰

평가

관찰 항목
모둠원 이름(본인 제외)

모

둠

활

동

1. 주어진 활동의 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1. 프로젝트 활동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3. 활동 자료 준비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다.

4.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하

였다.

5. 발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합계

격려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