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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അࠁثӝ

tܻ٘ހউରਗࣁ҅ܳରਗ ࢶ ݶਵ۽അ೧մചоঠց൞

ٜܳযରदࣻসীࢲrਊदੋܳഋ࢚ച೧хп

ٜࢤпೞחनݽणਸ ࢶ ݶਵ۽അ೧ࠁ۴u

ਵ۞٘۽ղݽח؊્פदੋsࢎחۄपਸߓਛ ݶରदࣻসীࢲח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दрۢࠁࣻחসঌҊࠁ҃ݶӝߊਬӝഝز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ࢶఖ۽Ӓੋ۔rࣿ۽ԷԲחदޙsࣻসࣻসীࢲחद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द੍ܳҊ दੋաౠҗҙ۲ػࣿഝزਸೣਵॄ۽

Үࢎࣻחসӝദ҅ױীࢲܻदੋҗযبוrোѾҊܻsܳо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झझ۽ী೧അೠࣻসਸా೧ࢤٜഅ۱ਸ֫Ҋաই

ࣿо߂ࣿಿী೧ঌইࠁҊࣻসળ࠺ܳ೧ঠೠӣҮࢎ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оदޙҗӒܿীೠҙबࣻੌ֫ب

ࢲחदੋੋrইܴsਸফӝೞחदੋחۄীউ

ੋݽ؊્פചоੋೖীܻ٘ހউಿਸࠁҊӒಿ
ۢ ࢶ ݶਸഝਊೠӒܿਸӒ۰ࠁחध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সਸӝദೠӣࣻҴযҮࢎחदޙਸࣿҗো҅೧ࢤٜ

೧ইܴ࢚ੋrԢsਸઁ۽ઑഋࣿਸೞ߬ۨחܖૉ۽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স൜ܳ֫ࣻসդ೧ৌܽrਬӝઁपୌࢎ۹োҳ

৬োѾҊ दܳా೧ইࢿࣁܳഅೠਮزदੋച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ഥsਬӝഝޙࠗزীࢲ֫ಣоܳ߉ও

࢚ਸӒܻݴইࢿਸೠചо࠶۽ೖࣗ৬োѾ೮

҃ӝߊ֙ਬӝઁোҳҮػࢶ۽റ֙ӝ

ӣҮࢎחtٯٯೠఫझ੍݅חѪই ۄפदੋҗಿౠਸ

ীਬӝઁܳद೯೧৳rࣿ۽ԷԲחदޙsݒࣻ ݾਃੌ

rௐsযӒ৬োҙػࣿഝزਸೣਵॄ۽ࢤٜदੋҗಿਸ؊

࠶۾ఋਵ ੋޘ۽Үदী୨ରद۽೯ع

য়ېӝরೞѱػuࢲݶtࢤٜझझ۽दޙݒ۱ਸӵײѱחغ

¦য়ܻূప࣌ ରद ¦दܳਊ೧଼тೖٜ݅ӝ ରद ¦

दрuۄҊ݈೮

ਊ ࢶ ݶਵ۽അೞӝ ରद ¦ࢲ࢝җੋр ԢӒܿӒܻӝ 
ରद ¦ਮزաച࢚rաܳঌҊߑחधਵ۽sӒܻӝ ରद ¦
࢚द৬Ѥ୷ ղоҊरݶبӒܻӝ ରद ¦ӣࣻ
۽ա֢࠙झܻӝ ରद ¦ӝഋبաӘթӝӝ ରद ¦ೞ࢚
 ୭ഐ ജୌܾۨदӝ ରद ١ࣽࢲ۽೯ع

그림으로 시인 이해하며 문학에 대한 관심↑
rࣿ۽ԷԲחदޙsࣻসীب߹חणоহनҮࢎחର

rࣿ۽ԷԲחदޙsࣻসীࢲࣿഝزਸೡࣽױחٸചоಿ
ਸۄٮӒܻחѪীӒঋݽחٚࣿഝزrইഅsਸઁ
۽ೠݶ ࢶ ਸഝਊೠӒܿਸӒܾࣽױٸܻ٘ހউಿਸٮ
ۄӒܻחѪইۄפrରਗਵ۽नਸഅ೧ࠁӝsחۄઁ۽Ӓܿਸ
Ӓ۰ࠁחѪ
ٜܳযରदীӣࣻदੋदܳా೧֢࠙ܳझ۷חਸ

दীࢤٜفݽীѱ࠼֢ܳೠӂঀաׇળݒରदࣻস݃ࢤ

ߓਛ ݶରदীחगಕੋ பߡझਤীޛх؍ܳפݠחӝ

ٜन֢ܳࣿഝزਵ۽ਕաр

ߨ ߑधਵ֢ܳ࠙۽ೠചоפః٘ࢤ౹ಿਸଵҊೠറ

ରदয়ܻূప࣌ࣻস֢חٸܴਸೞҊ֢ীܻ

ࢤٜrഅա֢࠙ܳੌਵఃחѪsਸӒܻҊ ࠙ޖӝীಕੋܳ

Ӓۄೖ ࣚਵॵ۽ইܴҊѐࢿחӖ ֢۽ܴਸഅೠ

ইӒܿী֢॑ܳ࠙ࢲݶ೧ࣗೞחࣿഝزਸೞחѪҗীࢲࢤ

_ରदীחदীࢲಿೞաܳҎۄೣԋх࢚ೞҊ दҳਸ

ٜनղݶਸجইࠁҊഅबܻ࢚కܳחӒ۽അೠ

যрױೠ଼тೖܳ݅٘חഝزਸೠ

점, 선, 면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기 발산중 학생. 발산중 제공

자아 표현하는 예술 활동으로 표현력 키워

ӣҮࢎחtनਗೞ࢝חӭ࢝۽சೞѢաӒܻҊरݽন۽Ӓ

ରदࠗఠରदө۾࠶חఋীରदঀޘৈ೯۾࠶ػఋ

ܻחѪੌبઙӝഅuࢲݶۄtࢤٜनী೧ਬ܂ѱ

ߣ૩दрীחदੋೠݺदٜਸх࢚ೠٍ࢚աҮࢎ

അ೧ࠁݴഅמ۱ਸӝܲژೠনೠߑधࣿഝزਸೞࢲݶହ

ࢸݺਸా೧दੋաౠী೧ߓߣف૩दрীחখद

۱җ࢚࢚۱زبदীӝܳࣻחѪࣻসuۄҊ݈೮

рীߓदੋաౠҗҙ۲ػࣿഝزਸೞחधਵ۽೯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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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지수 경기 발산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표현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자신감 얻어요”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지수 국어 교사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색해했던 학생들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자아 표현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진행한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그린 꽃 그림. 발산중 제공

যߑڃधਵ۽ࢤٜীѱӝഅߑߨਸঌ۰өҊೞ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оrഋध೧ઉחӖ݈ҊبӒܿաঈ ೯ز١ࣿഝز

Ҵযױਗrӝࣗѐೞӝsੋ ؘࢤٜীѱӝࣗ

ਵب۽അೡࣻঋਸөsࢤחۄпਸೞѱعपઁ۽Ҵ

ѐܳೞۄҊೞ࠙ࠗݶযڃधਸજইೞח যڃোੋਸ

١ܲաۄীࢲחࣿࣻসਸഝਊ೧ܲҮҗীࢲߓѐ֛

જইೞח١ਸঠӝೞחѪীӒनযࢤڃпਸо

աਗܻܳߑחधਸࢎਊೠ೧ࣻসߑधীࢲই٣যܳ

Ҋח যੋۈࢎڃী೧թখীࢲഅೞחѪਸೞ



ևҕрীࢲࣿഝزਸೡࣻݶࢤٜ؊ӓਵ۽
ഝزীଵৈೡࣻਸѪ

수업의 효과는?
Үҗࢲܳా೧दޙਸߓ۽৻ٸदੋী೧ઁ۽ঌ

दޙҗࣿਸো҅ೠةౠೠഝزਸೞࢲݶࢤٜૌѢਕ

ޅೞҊֈযо҃חо݆दয द࠙ਤӝ दઁী೧

ೞ݅ਬӝઁੋݾrԷҗՙsܳӝਤ೧ࢲ࠙חೠ

೮rղоঌҊחաsܳച࢚ਵ۽ӒܻݡࢲݶਸѢܻ৬ো

ࢲחࣁߓ݅दੋযੋۈࢎڃ যڃಿࣁ҅ܳо

ӝ೧৬ӛੋইध߄ఔغযঠೠҊࢤп೮ӝٸ

ੋ৻ীبनޖਸજইೞҊफযೞחী೧؊ӨҊ

Ҋחী೧ࢲঌӝഥ݆חঋѪࢎप

ޙীࢤٜীѱनਸࠁਬ܂ѱഅೞߑחधਸঌ۰Ҋ

ೞחदрਸо

҃חо݆Ѫ

rࣿ۽ԷԲחदޙsࣻসਸా೧दۿޛחҊदܳॵदੋ
җಿࣁ҅ী೧ࣁೞѱߓਛҊ աইоदੋݒ۱ী

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예술로 꿈꾸는 시문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점, 선, 면을 활용해
직접 그린 그림. 발산중 제공

교사의 수업지도 ب݈

೧ঌѱػࢤٜبೠࢤࣻসդٍr؛ݽ܀sী
೧ঠӝೞࣻܲחসীࢲदੋ࢚ਸन۽؛ݽ܀Ԟӝ

ࣻসਸೞחѪীযࢲয۰হ݅ࣿഝز

ب೮ࢤٜޙݒ۱ਸঌѱغҊ दੋਸࣼೞѱוԑ

ਸೞӝূҮपജ҃ࠗࣗ೮חইएਛ

؊য়ۖزউӝরೡࣻחѪࣻস

rगಕੋsनफযೞחѪਸӒܿਵ۽ӒܻҊաࢲӒ

ژೠࢤٜनਸחӒ۽աఋղחѪਸف۰ਕೞঋ

ਤীಕੋ֢ܳ॑ܳ࠙ݴझܻחഝ݅ੋزఀಕੋܳખ؊

ѱࣻعসীࣗӓ؍ࢤٜبର

ਬ܂ѱࡸܾࣻݶ؊જওਸѪۄҊࢤпೠҮपউ

नхѱनਸഅೞѱعनয

ীࢲ݅ࣻসਸ೯ೞפࠁಕੋоҮपীঋ۾بन҃ॄ

ڃઓੋܳ೧ೣਵॄ۽ԷҗՙߊبѼೡ

ঠ೮

ࣻਸѪਵ۽ӝೠ

ࢤٜীѱܳҊࣻসਸ೯೮݅ ݅ডزҗэ

▶김지수 경기 발산중 국어 교사

“예시 먼저 보여주면 쉽게 따라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ࢤٜഝزਸ؊औѱ೧ೞҊӓਵ

חѪҮࢎоपઁ۽Ҋरب

ী೧ঌইࠁחѪী؊೧दੋಿਸ

ࢤٜदੋҗࣿоಿী೧য۵

۽ଵৈೡࣻ

ݶਸӒ۰ࠁҊ Үࢎनࢤпೞחन

ಁ۞٣೧ࢲಁ۞٣दܳॄࠁחഝزਸ

ݽणਸ ࢶ ݶਵ۽աఋղחഝزਸࢤ

೧ࠁחѪبજӖਸ੍Ҋ೧ೞҊॳח

ٜࠁݢ೧ࠄٍࠁৈחѪ

ഝزਸೞޙࢲݶੋࣗনਸыࣻӝ

ѱוՙঋ۾بনೠܳܐഝਊೞחѪ
જ
ٜܳযਮزदੋী೧ߓ ݶ

ࢤٜಞউೠ࠙ਤӝীࢲन݅
ࣿࣁ҅ܳಟசࣻ۾بಞউೠו՝
ঈਸౣযחѪبજߑߨ

rೞטҗ߄ۈҗ߹җदsrࢲदsr߹ߎחs١

ҮࢎبࣿоۢӒܿਸੜӒܻޅח

ޙޙٸҗࣿفஏݶਸҎҊܖഝਊೡ

ೞӝޙٸী ࢤٜীѱ֢ܳࠁৈݴ

ࣻ۾بदрਸੜߓ࠙ೞݶ؊ঌଲࣻ
সؼѪ

दੋदܳࠁݢৈҊ ചrزs

예술 활동을 어려워한다면?

rੜӒܻঋইػبsҊनхਸ࠘ثਕ

ੌࠗ࠙җэਮزदੋী೧

ݒରद݃ппܲࣿഝزਸೞӝٸ

ࣻبژೠࣿীחহҊ ࣿ

߈٘दਊ ࢲ ਮز ࢚١ਬ

ܘ࢚ࠁܳܐৈળೖࣗച࢚

ޙীࢤٜऔѱхਸޅೞѢաੜ೧

ഝزಣоغঋחחਸੋदெ

ݺೠदੋਵࣻ۽সਸҳࢿೡਃחহ

ਸࠁҊrաܳঌҊߑחधਵ۽Ӓܻӝsഝ

ղޅೡөࠊۨѩਸ҃חݡо

ঠࢤٜࠁಞউೞѱӝഅਸೡࣻ

Үࢎоಣ࢚दীҙबחदੋҗࣿо

زਸೠݢݶೖࣗоযڃधਵ۽ച

Үࢎо݅ٚदܳࠁৈݶࢤٜ



ҕాਸইࣻসਸҳࢿ೧ࠁݶҮࢎب؊

࢚ਸӒ۷חࠁ۽ৈળࠗఠ

഻ঁࣻਘೞѱഝزীଵৈೡࣻ

өೖࣗച࢚যڌѱۄ׳

ରदٸࢤٜীѱաׇ֢ח৬ز

חܳࣽରਵࠁ۽ৈݺࢸࢲݶೞݶ

ੌೠ֢ীҮࢎبࣿഝزਸ೧ࠁ

ૌѩѱࣻসਸՑযաтࣻҊ ࢤ

제언

ٜب؊নೠदޙҗࣿಿਸೡ

ࣿഝزਸೞӝ द੍ܳযࠁҊदੋ

ࣻਸ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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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설단희 경기 용인신촌중 교사의 수학과 교과융합수업

경기 용인신촌중 설단희 교사의 수학과 수업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디자인하기’ 수업은 테셀레이션이라는 미술 장르를 활

다각형의 성질,
책갈피 만들며 익혀요

업을 진행했다.

용해 다각형의 성질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수업. 설 교사는 지난 2월까지 경기 양영중에 근무하며 이 수
테셀레이션은 정다각형을 반복적으로 배치해 어떤 빈틈이나 겹침 없이 평면 또는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미술 장르.한 꼭짓점에
모이는 도형들의 내각의 합이 360°가 되어야 하는 것이 테셀레이션의 조건이다.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을 활용하는 테셀레이션
을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 중1 ‘수학 Ⅱ. 다각형의 외각과 내각의 성질 단원’과 미술 수업을 융합해 2차시 수업으
로 만들었다. 1차시에서는 테셀레이션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 탐구하고, 2차시에서는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을 활용한 책갈피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수학과 교과융합수업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디자인하기’ 수업 지도안
대상
중1

과목
수학

단원-2. 다각형의 외각과 내각의 성질

차시
2차시

학습주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디자인하기

학습목표

▶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을 통해 다각형의 성질을 탐구하고,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다.

준비물

정다각형(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정십이각형)이 인쇄된 색지,
가위, 풀, 책갈피 고리, 코팅지,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학습활동지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이해하기
1차시 수업 주제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단계

-학습 목표 제시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선수학습 확인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을 통해 다각형의 성질을
탐구하고,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학습지 문제※
1.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이용해 테셀레이션을 한다면, 정삼각형 몇 개와 정사각형 몇 개를 결합하면 될까
요?
2. 다음은 정삼각형 3개와 정사각형 2개를 한 꼭짓점을 중심으로 배열해 테셀레이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
다. 정삼각형 3개와 정사각형 2개를 배열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3. 다음 추론 과정을 통해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가능하기 위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의 개수
를 구하고, 그것의 배열 방법을 찾아봅시다.
<추론> 한 내각의 크기가 60°인 정삼각형 ( )개, 한 내각의 크기가 90°인 정사각형 ( )개, 한 내각의 크기가
120°인 정육각형 ( )개를 사용하면 한 꼭짓점에 모인 내각의 합이 360°가 되어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이 가능합니다.
4.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방법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정다각형의 종류와 개수, 한 꼭짓점에서의 배열
방법을 탐구해 표를 완성해봅시다.

교사의 도움말

화가 마우리츠 에셔의 작품을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테셀레이션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설
명한다. 이후 화장실 타일, 벽지, 성당 모자이크 유리 등 테셀레이션이 실생활에서 활용된 예시를 보여주
며 수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생활 속에서 찾은 테셀레이션 사진을 감상한다.

성한다. 학생들은 1단계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학습지 1p 1번을 풀어본다.

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를 구성할 때는 학생들이 테셀레이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

2차시 수업 주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
학습내용
단계
도입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

전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이용해 테
셀레이션의 가능성을 조사한다.

-학습지 문제 풀기

야 한다. 테셀레이션을 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인물인 네덜란드

테셀레이션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한 뒤에는 학습지를 나눠준 뒤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란 두 종류 이상의 정다
각형으로 모든 꼭짓점에서의 정다각형의 배열이 같
은 테셀레이션을 말한다.

전개

‘테셀레이션’이라는 낯선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먼저 보여줘

▶테셀레이션의 뜻과 테셀레이션 하기 위한 조건을 확
인한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뜻을 확인한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뜻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학습지 2p 2번을 풀어본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배열방법을 탐구
한다.
▶학습지 2p 3번을 풀어본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삼각형, 정사각
형, 정육각형의 개수와 배열방법을 탐구한다.
-배열방법에 따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학습지 3p 4번을 풀어본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의 종류
와 개수, 한 꼭짓점에서의 배열방법을 탐구한다.

정리

-정리 및 평가
-다음 차시 예고

교사의 도움말

교수-학습활동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방법으로 ‘아르키메디안 테셀
레이션 책갈피’를 디자인한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방법 8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테셀레이션
할지 정한다.
▶작품 제목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배열
방법대로 주어진 정다각형을 오려 붙여 계획서를 완성한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으로 디자인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든다.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을 탐구하고 책갈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학생 수학 일지’에 정리한다.

1차시에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모양만 보고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 책갈피를 만들기는 어렵다. 학습지에 있

는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8가지 방법을 보여준 뒤,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책갈피를 만들 때는 도형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해주거나 큰 도형부터 붙인 뒤 작은 도형을
붙여야 한다는 팁(tip)을 줘야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책갈피를 만드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도형 배열을 어려워하거나 잘못된 배열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교사의 ݭ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수학은 왜 배워야 하는가’ ‘살아가는데 수학이 꼭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다. 화장실 타일이나 벽지, 주변 사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테셀레이션을 수학 수업과
접목해 직접 보여주고 만들어보게 하면 학생들은 수학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또한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난 뒤 그것을 활용해 직접 자르고 붙이는 활동을
하며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자신만의 책갈피를 완성하고 난 뒤 뿌듯해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의 원리를 파악하고 탐구하는 수업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삼각형과 사각형
을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할 때, 삼각형과 사각형이 몇 개씩 있어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 “삼각형과 사각형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해야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 완성될까?”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학생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 설단희 경기 용인신촌중 수학교사(2월까지 양영중에서 근무)

거꾸로 교실

4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ѢԲ ۽교실 도전하기
ӣनഌࠗѐࢿҗҮࢎחդ೧֙җҮҗ ױਗr൨җزsࣻসੌࠗܳr൨ѱࢸ҅ೞӝsܳबਵ۽ೠѢԲ۽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Үप۽೯೮
ױਗৈ۞о൨җӒਊী೧೧ೞױחਗਵੋ߈ੌ ۽Үҗبীݶܰٮӝী݆ߓױחਗ݅ӣ
ҮࢎחҮਭҗҳࢿਸా೧ࣻসਸਬӝੋӝীߓ೮
ೞ݅ৢ೧חդ೧ࣻস҃ਸ߄ఔਵ۽ಣо೦߂ݾಣоӝળਸٞযࣻসਸӝী೯೧ࢿಣоী߈ب
ೡ҅ദӣҮࢎחtҗबಣоܳೡࣻ۾بпҗ݃ࣁೞѱಣоਃࣗܳ೧فҊ ࢤٜझझ۽ೞח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ӝಣо߂ܐزಣоܳъചೡѪuۄҊߋഊ

김신혜 부산개성중 과학교사의 거꾸로 교실

‘힘 게임’ 설계하며 여러 가지 힘 이해하기
수업 개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교과

과학

학기

단원

Ⅲ. 힘과 운동

1학년 2학기

차시

6차시

※ 1차시 수업 전에 ‘중력’을 소개하는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1차시] 중력 이해하기
ੌ࢚ীࢲਊೞҊחৈ۞о൨ী೧ঌইࠁࣻחস

핵심성취기준

ߣ૩൨ਵ۽۱ਸࣗѐೠъഋక٣٨

[과9031] 힘의 작용으로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변화함을 이해하고, 힘은 두 물
체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이해하며,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안다.

࢚ਸా೧۱ߑೱ ӝ١ী೧рױࢸݺೠ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
된 디딤 영상을 확
인해보세요.

۱ࢤٜীѱपઁ۽҅ױदೞӝоয۵पઁࣻস

[과9032]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의 특징을 알고 이들
이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

ীࢲח۱হ࢚חടਸ೧दఃӝਤ೧Ѣ࢚ਸࠁઑ۽ܐഝਊೠ

[과9035-1]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여 힘의 작용 여부에 대하여 안다.

[2차시] 힘 이해하기 - 1N(뉴턴) 이해하기
ࢤٜীѱLHࣼೠѐ֛݅۱ӝੋ/ ఢ ࢤࣗೠѐ֛൨ױਤ৬

수업 내용

ӝܳҙਵ۽೧ೞӝਤ೧rਊ୍ࣻ۽/ ఢ ࠁݏӝsࣻসਸ೯ೠ

1. 용수철 저울 활용해 힘의 작용 이해하기
2. 중력,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 활용한 게임 만들기

DN ਬࢿݒ ਗܻ࢜ زѐ١ੌ࢚ীࢲऔѱࠅࣻޛחѤਸഝਊ೧ਊ୍ࣻ
ীппޛѤਸݻѐաৢ۰֭ঠ/ ఢ חغܳഛੋೞ۾بೠాܳ೧ҳоޛ
ܳইӝח൨ ппޛо۱ਸ݃ա߉Ҋחܳ೧ೞ۾بೠ

▼ 디딤영상

▼ 디딤영상

▼ 디딤영상

차시

1

2

3

4

5

수업

중력
이해하기

1N(뉴턴)
이해하기

전문가 집단
수업

모둠 수업

6

※2차시 수업이 끝나면 3차시 수업 전 모둠원 각각이 자신이 맡은 힘과 관련한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
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이 때, 학생들이 4개의 디딤 영상을 다 볼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맡은 힘에 관한 디딤

힘 게임 설계·제작하기

영상만 보고 오도록 안내해도 충분하다.

[3차시] ‘전문가 집단 수업’ 통해 여러 가지 힘 이해하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ѢԲ۽Үपبೞӝ

ੋѐઑمݽਸԲܻ۾بೠറ مݽղীࢲ_ߣਸೞ۾بೠпߣمݽࢤ݃
۱ ߣࢤӝ۱ ߣࢤࢿ۱ ߣࢤӝ۱ਸ۾بݐೠ
റпمݽীࢲੌزೠ൨ਸݐࢤٜՙܻݽৈӒ൨ী೧झझ۽ఐҳhणೞחदрਸыח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거꾸로 DNA’ 심어주면,
자연스레 자기주도성·
창의성 길러져

김신혜
부산개성중 과학교사

Q.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처음에는 게임을 구상해보고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난 뒤, 제작에 들어가

Q.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나?
지난해 이 수업은 자유학기에 진행됐기 때문에 점수화된 평가가 이뤄지

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고안해보거나 제작한 경험이 많

진 않았다. 하지만 과정 중심 평가는 진행됐다.

지 않기 때문에, 제작은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생각하는 과정을 길게 두다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을 보고 난 후 소감이나 궁금한 점 등을 쓰는 ‘수업

보면, 자칫 게임이 아니라 발명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

시청 노트’와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 과정과 소감, 수업 과정에서 떠올랐

라서 5, 6차시를 설계·제작 시간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단 생각나는

던 질문 등을 쓰는 ‘수업 소감 노트’를 반드시 쓰도록 했는데, 정기적으로

대로 만들어보게 했다.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게임을 만드는 데는 이 방법

학생들의 두 노트를 검사하면서 유의미한 질문이나 핵심 질문은 표시해

이 더 효과적이다.

서 돌려줬다.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으며, 조사할 때 참

비슷한 시행착오는 또 있다.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각각의 힘을 적은 다

고할만한 키워드 정도를 적어주면서 학생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

섯 개의 카드 중 세 개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힘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임

오도록 했다. 활동 중심 수업은 자칫 수업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뽑은 카드의 틀에 갇혀 다양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업 내용 외적으로 더 공부하

고 재밌는 게임을 못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임 제작과 관련한 규칙이

고 싶은 것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

나 제한은 없을수록 좋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노트를 근거 자료로 ‘이 단원

거꾸로 교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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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ܐনೞѱળ࠺ೡࣻ۾ࢤٜହੋѱਸઁೞبؘחػҮࢎחпمݽਸج
ইࢲݶפѱઁਗഝ೯חغҙೞҊਃೠ҃ઑਸ೧ࣻ

※ 수업 이후 활동 : ‘런치게임장’ 오픈
ࢤٜࣻসदрী݅ٚѱӝߊೞѢա߀חѱਸп߈݃_ѐঀҎۄҗपীࢸ
ೞ۾ب೮റҗपਸr۠ѱsਵ۽ пѱਸࠗझഋక۽ೞࢲݶबदр݃
ә ֙ҳ࠙হনೠইٜই৬ѱਸૌӡࣻ۾ب೮
ࢤٜীѱrੜ݅ٚѱ۠ѱীࢸೡѪsࢎחۄपਸࢎীউղ೧ ݶفࢤٜ
ࠁৌबѱઁীଵৈೞ۾بਬبೡࣻਵઁ ݴೞחѱࣻળۄ׳ب
지난해 부산개성중 학생들이 만든 ‘굴리는 농구’ 게임. 공을 튀겨 여러 점수가 적힌 종이컵에 골인시키는 이 게임은 기본적으
로 공이 튀어 오르는 ‘탄성력’을 이용한 게임이지만, 의자 위 미끄럼 방지 패드를 통해 ‘마찰력’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
부산개성중 제공

߄ܲrޙоࣻױসsਵ ۽пمݽীࢲ݃۱ਸݐߣࢤٜݽৈ݃۱ী೧ࢲҕ
ࠗೞҊ ߣࢤٜݽৈӝ۱೧ҕࠗೞחध
णীਃೠध٣٨࢚ਸా೧ࢎীઁҕೠ߄ܳఔਵ۽ࢤٜпоݐ൨

ژೠࣻসदрীܞחҮࢎաҳٜಣо৻ী۠ѱীࢲೞѱܲחغࢤٜ
߈ѱਸઁೠইٜীѱҭҊજೖ٘ߔػ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자유학기]

ীҙೠࢸݺ݅ܳܐٚ೧ղਊਸ೧दఃӝਤ೧ҳٜীѱযڃޙਸೡҳ࢚೧ࠁѢ

ਬӝীܞಣоࢿחী߈غঋחೞ݅णݾܳ೧ೞҊ যҗઁܳઁ

աӒܿ݅ܳܐٜҊ ൨ਊਸੜࠁৈࣻחрױೠपਸҊউೞחѪ

ࣻ۽೯ೞחഛੋೞӝਤೠӝࠄੋಣоחपद೮

Үࢎחп൨җҙ۲ਸ݅ೠޛѤٜ۽ҳࢿػr൨߄ҳפsܳળ࠺೧ࢤٜਬ܂ѱഝਊೡ
ࣻ۾بೠٜܳয݃۱߄ҳפীࢎחನ Սۢߑݒ١ਸ ࢿ۱߄ҳפীחझ
݂ Ҋޖҕ Ҋޖ ೂࢶ١ਸળ࠺ೞחध

ಣоחѱઁhࢸ҅ஏݶҗمݽܲѱਸ࠙ࢳೞחஏݶਵ۽աׇ೯೮ਵ ݴਃಣ
оਃࣗ¦חѱࢸ҅߂ઁ¦ѱഘࠁ¦ਊػ൨ইղӝ۽೮
ಣоਃࣗоؘrѱࢸ҅߂ઁsҗrѱഘࠁsחѱઁٜীೠಣо۽пп୭
ߓਸݒ҂ݶ߈rਊػ൨ইղӝsחѱଵৈٜীೠಣо۽୭ߓਸف
য ୨ਸ݅ਵ۽೮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평가기준 예시
마찰력

자기력

탄성력

ѱࢸ҅߂ઁࣁо൨ਸਊ೧ࢲѱਸࢸ҅hઁೞ

전기력

ѱഘࠁѱഘࠁܳਤ೧ਊػ൨җѱߑߨਸӓਵݺࢸ۽ೞ
ਊػ൨ইղӝمݽܲѱীࢲࢽо൨ਸইࢸݺೞ

[4차시] 모둠별 수업 통해 여러 가지 힘 이해하기
ޙоױਸԲ۰п൨ী೧ҕࠗೠࢤٜпمݽਵج۽ইоمݽਗٜীѱनҕࠗ

[일반학기]

ೠղਊਸࢸݺೞחदрҗਸా೧ࢤٜ݃۱ ӝ۱ ࢿ۱ ӝ۱١֎о൨

ѱࢸ҅hઁҗࡺইࣻۄפসղܲҗীࣁبೞѱಣоਃࣗܳߓೞחೠಞӝಣо

ীҙ೧فݽणೞѱػ

߂ܐزಣоܳъചೣਵॄ۽ಣо߸߹۱ਸഛࠁೞҊࢤٜӓੋଵৈܳਬبೠ
ಣоਃࣗ¦ח൨߂पࢤഝӝ  ¦ѱࢸ҅߂ઁ  ¦ӝಣо  ¦ਊ

※4차시 수업이 끝나면 5차시 수업 전 ‘힘 게임 설계하기’ 디딤 영상을 미리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한다.

ػ൨ӝ  ۽ҳ࠙ೠr൨߂पࢤഝӝs৬rਊػ൨ӝsחࢤѐੋীೠѐ߹
ಣо۽೯ೞҊ ѱࢸ҅߂ઁ߹مݽಣо۽೯ೠӝಣоࢽחоޙ೦ܻ
झܳઁद೧झझࣻ۽সଵৈҗਸجইࠁҊಣоೡࣻ۾بೠ

[5～6차시] 여러 가지 ‘힘 게임’ 설계·제작하기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
된 디딤 영상을 확
인해보세요.

Әөҕࠗೠ൨ਸష۽ৈ۞о൨ਊػѱ
ਸࢸ҅hઁ೧ࠁחदр
࣭ҳठਸࢳਵ۽Ցযࢲ֫ࣻоݒѹా۽ী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مݽղীࢲղоݐೡਸੜࣻ೯ೞ

׳بೞ۾بೞחѱ ઙ߄Ӵଃ߄ׯীࢳਸࠢ

˞مݽਗѼਸٛҊੜ߈ೞ

Ҋઙউীח݀ਸ֍റઙਸൔٜয؊݆݀ਸڄযۈࢎחܻڰӝ۾بೞח

˟൨߂दܳجইо݈ݴೡٸӓਵ݈۽೮

ѱ١۱ ݃۱ ӝ۱ ӝ۱ ࢿ۱ਸഝਊೠনೠѱઁػ

ˠ൨߂दܳجইо݈ݴೡٸҳࢸݺਸੜٜ

খࢲઁҕ೮؍൨߄ҳઁࣘ҅חפҕ೧ࢤٜѱઁীਬ܂ѱഝਊೡࣻ۾بೠ

ˡѱࢸ҅ীনೠই٣যܳઁҕೞ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에서 ～한 질문을 할 만큼 사고 과정이 남달랐음’과 같은 그 학생만

Q. 수업 중 이뤄진 활동을 수업 외 활동(런치게임장)으로 연결

의 개별적인 특성을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남길 수도 있다.

한 이유는?
런치게임장 외에도 1년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런치 시리즈’를 굉장

Q. 디딤 영상을 보지 않고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디딤 영상을 보고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 유지
다. 실제 수업은 디딤 영상을 아예 보고 오지 않거나 30% 정도만 보
고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Q. 거꾸로교실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참고할 점은?
포스트잇이나 큰 사이즈의 종이, 사인펜, 매직 등 기초적인 문구류
를 잘 갖춰두고 있는 것이 활동 중심 수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히 많이 했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된다. 이런 문구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수업 과정에서 언제든 학생

결과물만으로 이러한 행사가 기획·운영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

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 부산개성중은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이런 경험이 쌓이면, 꼭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활동 수업을 진행

각 과목 담당 교사에게 배정된 교실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다만,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면 수업 과정에서

할 때도 그 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아이들 스스로 잘 꾸려 나가게

위해 찾아오는 구조여서 교실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구류가

스스로 질문 할 것을 찾아내거나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된다. 교사가 애써 판을 깔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스스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었다. 이런 점이 알게 모르게 활동 중심 수업의

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했다. 학생들이 디딤 영상을

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자기 주도적으로 새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

보고 오면 교사에게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생각할

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것이다. 런치게임장은 이른바 ‘거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꾸로 DNA’를 심어주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일일이 문구류를 챙겨야 하는 상황은 수업
준비 못지않게 교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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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혁신 이야기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স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ഄन

경기 천보중 이영옥 교사의 비주얼 씽킹 수업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딱딱한 글 대신 알록달록
그림으로 머리 속에 ‘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আఊࣻসਸഝਊ೧୨ରदࣻসਸ೯೮
ਘഐীࢲחࢤٜীѱજ߈ਸҊ࠺ח
আఊࣻসपઁࢎ۹ܳࣗѐ࠺פআఊࢤп
җࠁܳӖҗبഋ ӝഐ ച١ਸഝਊೠदп
അਵ҅۽ചೞחҕࠗߨੑפ

ਃೞҊࢤпೞחѪী߹ܳ೧ࠁѢաഝزীױযܳ
Ӓܿਵ۽Ӓ۰ࠁח١ഝزਸೡࣻuࢲݶt࠺۽߹مݽ



이미지로 오랫동안 기억한다
ࠄѺੋ࠺আఊࣻসਸदೞӝ Үࢎחࢤٜীѱ࠺
আఊࣻসীࢲࢎਊחغदпযী೧ࢸݺೠചܳӒ
۰rҗsਸࢸݺೞחѪ ݈ೂࢶਸӒ۰rࢤпҗו՝sਸഅೞחѪ 
рױೠݽ౭ਸӒ۰rࢎۈ೯زҗsਸաఋղחѪ١
࠺আఊࣻসীࢲഝਊחغदпযࢤٜदпযܳా
೧नࢤпਸрױೞҊࡅܰѱदпചೞߨחਸߓ

আఊഝزਸೠٍখীա৬ߊೞݶӖইצਤ۽
ࠅࣻӝޙٸীߊܳٛחࢤٜبܖ೧ೞঋ׀חী
rഛsٜযয়חܳࠁҊࢎߡҕрౠਸয়ۖزউӝর
ೞѱחغѪuۄҊ݈೮

함께 토론하고 색칠하며 흥미 ‘쑥’
ରदীߡࢎחҕрীࢲߊࢤೞח۱ઁޙҗӒѾҗী

ରदࣻসীࢲࢤٜrࢎߡҕр৬ౠsী೧ࢤ

೧۽߹مݽషೞחदрਸоߡࢎ۽߹مݽ۱

п೧ࠁחदрਸыٸ ؘחࢎпഋউীਗೞաҊ Ӓ

ਗੋҗѾҗী೧ਬ܂ѱѼਸҮജೠٍীѐ߹ਵ۽rݣ౭

ਗউীܲژਗӒ۰ઉחrࢲ ݗ$JSDMF.BQ sഝز

۽ ݗ.VMUJ'MPX.BQ s࠺আఊਸೠݣ౭۽ݗ

ܳഝਊೠݶ Ӓܿ Ӓܿଵઑ ࢲݗоؘীח

যੌڃীೠਗੋҗѾҗܳ࠙ࢳ೧ੋҗҙ҅ܳনೠইҗ

rࢎߡҕрsחۄઁױযоഃࢤٜઁױয

ച١ਵ۽աఋղחѪ ݶӒܿ Ӓܿଵઑ 

ܳࠁҊrࣗ࣍֎ਕࢲ࠺झsrੋఠ֔srѱsrةs١ࢎߡҕр

Үࢎחtࢎߡ۱ઁޙਸҮࢎоੌߑਵݺࢸ۽ೞ

ী೧ঌҊחѪաࢤпաחѪਸਗউীࢎחਸ

ױݶಞҊ࡞ೠঠӝ݅ೞѱ҃חغೱݶ߈ࢤٜ

trझ݃ಪsೞځݶয়ܰחѪੋఠ֔ ৬  ة4/4١

ࠢৈ֍ѢաӒܿਸӒ۰غبҊ ױযաޙਵ۽അ೧ػب

ՙܻషۿਸೠٍп࠺আఊਸా೧അೞ۾بೞݶ؊

utझ݃ಪਸࢎਊೞחܰݽݶѪਸऔҊࡅܰѱѨ࢝ೡࣻ

റਗਸ۞لऱҊࢎחпഋীחrੋఠ֔ਸా೧ৈ۞ࠁ

ҳҊনೠѼաৡuࢲݶtࢤпਸӒܿਵ۽അೞ

ח݅ ࢎਊೞ׀ݶաࡅױחu

ܳࡅܰѱਸࣻsrѱਸցޖೞࣻؼةݶs৬

۰Ҋೞݶӝաܴ۽೧ࢳਸ೧ঠೞӝޙٸীઁী೧Ө

эਗীղਊਸܻৢځѱ҃ߓػਸח

ѱࢤп೧ࠁѱחغѪ࠺بআఊࣻসuۄҊ݈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주얼 씽킹 수업을 한 뒤 발표하는 학생의 모습. 경기 천보중 제공

҃ӝୌࠁب؋ࣻসदрীࢤٜझ݃ಪী೧झझ۽
ఐҳೠղਊࢤٜझ݃ಪীҙೠनࢤпਸӖ

Үࢎחt࠺আఊࣻসਸೞݶࢤٜ࠙ࠗन҃

۽ঋҊ ݃ѐࢿֈחইਸӒٍܽӒীрױೠ

ীࢲ࠺ػ܃Ѫਸदпചೞӝޙٸীэઁী೧ࣻসਸ

ରदࣻসਸా೧ࢤٜࢎߡҕрীࢲبب؋ੋ೯ز

Ӗ۽नࢤпਸഅ೮ࣘ݁ݠীࢤחпਸӖन

ೞ؊بۄনೠաৡuࢲݶtࢤٜҳࢲݗҗ

ਃೞחѪਸঌѱ߄ܳػఔਵ݃۽݄ରदীח

নೠبഋҗӒܿਸഝਊ೧അೞחr࠺আఊsࣻসदрীऔ

नࢲݗਸ࠺Ү೧ࠁߡࢎݴҕрীೠևधਸऺ

ࢎߡҕрীࢲெঠೡੌী೧ҳٜҗೣԋঠӝܳա

ѱইࠅࣻݽחण

ѱػuҊ݈೮

׀

೮

࠺আఊࣻসࢤٜ۽ೞৈӘनࢤпաѼਸद

ରदীࢶۧѱ৮ࢿೠഝزܳ߄ఔਵمݽ۽ഝزਸ೯

ҮࢎחtীࣽױחزӒݽ֎ ۄ١ਵٯٯ۽ೞѱ

пਵ۽അೞѱೞৈࠁ҅ਵࢤ۽пਸܻೞҊӝরೞ

ೠରदীࢲࢎߡҕрޖҊযڃౠਸоҊח

അ೮؍ࢤٜաীחઁী݃ۄٮझݽন ஹೊఠݽন

ѱೞࣻחস

ী೧ߓਛݶରदীࢶࢎߡҕрౠਸпп¦ݺ

١Ӓܿਵܻܳࠁࣘ݁ݠ۽೮uࢲݶtҳٜҗೣԋషۿ

ࢿ¦ѐߑࢿ¦ਯࢿ¦নࢿ١ਵܨ࠙۽೧ࠁߡࢎݴҕр

ೠٍनࢤпਸӒܿਵ۽അೞҊ࢝சೞחഝزਸా೧ࣻ

ױী೧ঈೞחदрਸыחѪ

সীب൜ܳוՙѱعuҊ݈೮

࠺আఊࣻসীҙ೧োҳೞחҮࢎݽੋr࠺আఊࣻ
সোҳഥsࣗࣘৠୌࠁࣻࢳҮࢎח֙Ҵযrǎܻhఋ
ੋҗҙ҅ࢎߡҕрౠࢿҗب؋଼sױਗীࢲ࠺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Үࢎחtߡࢎ۽߹مݽҕрౠਸ࠙ܨ೧ࠄٍо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면 창의력도 향상”

Q. 수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수업은

한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생각을 직접 비주얼 씽
킹으로 옮기도록 한 뒤 그것을 발표까지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학생들의 흥미를 얻기 힘들다. 반면 비주얼 씽킹 수업은 학생들
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고, 이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다소 부족했다. ‘10분 정도면 학생들이 비주얼 씽킹을 마무리

를 통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학습한다. 자신의 생각을 알록달

비주얼 씽킹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업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부족
한 경우가 많았다.

록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된다. 줄글로 나열된 것보다 그림으로 정리된 것

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편하게 지도하면 된다. 비주얼 씽킹 방법을 한번 알려주면 그

하지만 시간에 쫓겨 초조해 하거나 학생들을 재촉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수업의 목적에

이 기억하기 훨씬 쉬우므로 수업 내용도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글이 아닌 자신만의 기호나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면 학생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교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의 창의력은 더욱 발휘된다. 비주얼 씽킹 수업을 하다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창의적이라는 것을 알

했구나. 잘했어’라고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수 있다. 교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답이나 표현이 나오기도

▶이영옥 경기 천보중 도덕교사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비주얼 씽킹
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Q. 수업의 효과는?

수업 혁신 이야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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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비주얼 씽킹 수업 활동지,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이영옥 경기 천보중 교사가 전해주는 비주얼 씽킹 수업 활동지 구성 방법과 실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한 비주얼 씽킹 활동지를 살펴본다.

그림1

그림2

서클 맵(Circle Map)이란?
서클 맵은 주로 배경지식을 찾거나 개념을 정
의할 때 사용되는 비주얼 씽킹 방식 중 하나입
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만들도록 하며, 주제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클 맵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기존의 지
식, 생각 등을 자유롭게 적는 방식입니다. 가
장 안쪽에 있는 작은 원에는 주제가 되는 단어
를 적고, 작은 원을 둘러싼 큰 원에는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되지요. 사진, 그림, 단어, 문장 등으로 자유롭
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원을 둘러싼 사각
형에는 큰 원에 적은 것을 떠올리게 된 배경을

도움말

서클 맵 활동지는 [그림1]처럼 구성하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원에는 주제인 ‘사이버 공간’을 적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줍니
다. 학생들에게 활동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뒤 작은 원을 둘러싼 큰 원과 사각형을 채우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그림2]는 학생이 직접 채운 서클 맵 활동지의 예시입니다. 사이버 공간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주제로 비주얼 씽킹을 했습니다. [그림2]처럼 다양
한 아이콘과 그림을 활용해 머릿속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시각화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적습니다.

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이란?

멀티 플로우 맵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인과관계를 찾을 때 사용되는 비주얼 씽킹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해당 사건
의 원인이나 영향, 효과를 명확히 알고 기억하도록 하지요.

활동지 가운데에 주제를 적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원인을, 오른쪽에는 결과를 쓰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인과 결과의 개수가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하며, 여러 개의 원인과 결과 중 핵
심적인 것들을 시각화합니다.

그림3

도움말

그림4

[그림 3]과 [그림4]는 모두 학생들이 직접 완성한 멀티 플로우 맵 활동지 예시입니다. 사이버 폭력인 악플과 욕설의 원인과 결과를 비주얼 씽킹으로 각각 나타냈습니다. 단순한 박스나 화살
표로만 나타내지 않고 컴퓨터, 마우스 등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비주얼 씽킹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적어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폭력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는다. 이는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할 것 같다’고 교훈을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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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술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헌법의 가치’

दࢎ
이달의
֤ࣿ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헌법의 힘?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서적,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ӝসਬ৬ӂبஜ೧೮Ҋ౸ױ೮ߨઁઑחӝ

ߣ߅ా۸೨ۢਃೠߨਸా۸য҂

ߨ౸ࣗо߅Ӕഌా۸ীೠ೨ਸѾ೮അా

সਬ۽ਸղਊਵ۽ೞחӝস҃ਬܳࠁೞ

חߨ౸ࣗ౸ױীܲٮѪߨ౸ࣗחߨਸః

۸೨ਵా۽۸ܻীࢲ۞ޛաחѪ ߨীܰٮ

Ҋ ߨઁઑઁ೦ݽٚҴӂਸࠁೞҊ ؘח

ঋ߅ా۸ਸݶ೧ߨоܳदഥࠂೞҊܻࢎ

ח ࢎ࢚r߅Ӕഌా۸೨ब౸ࢶҊsীࢲ

߅ా۸ܳয҂Ҋ౸ױೠѪ

ഥࢲܳ߄۽ҊೠѪਵࣻࠅ۽

ߨ౸ࣗӂೠ೯t౸ҙਗ ੌ ݺػѼਵ

ߨ౸ࣗా߅ژח۸ੌࠗӝসਗীѱ۱ਸ
о೧झನஎ݀ࢸױীਃೠتਸղ֬ѱ೮חীӔѢ೧

ߨޖցݶҴоݽٚࢲоޖցחѪҗэҊࠅࣻ


ߨ౸ࣗా߅ח۸࠺ষࣻܳޖਤߓ೮Ҋب౸
ױ೮Ҵоҕޖਗߨઁઑীۄٮҕޖਗ࢚ޖঌѱ࠺ػ

누구에게나 평등한 ‘헌법’

ߨ౸ࣗחtߨా۸ਸನೣೠݽٚҴоӝҙઓ݀

ਸষࣻ೧ঠೠౠా۸଼Ѿਸղܻחҗীࢲ

ߨҴفݽীѱಣ١ೞѱਊాػ۸җэҊਤҕ

ӔѢҊ ҴӒ۞ೠߨਸٜ݅যղח൨ਗୌuݴۄtࣗ

ਃೠҴоӝਸ݆ঌѱ۽࠺ܳ۽غ೧ঠೞޖח

ޖਗب৻חহܻաۄߨ¦Ҵӂ¦ਬ

୶ Ҋәҕޖਗߨաߨܫਸਤߓೞਸ҃Ҵоо೨

оӒۢীࠛبҳೞҊ߅ా۸ా۸ੌh৻Үhੋ

¦ࠂҴоਗܻ¦Ҵઁಣച¦ಣചా

ਸѾೞࢎ ੌחਬ৬ҙ۲ೠೖҳੋ ߅Ӕഌా۸ ੌ۲

ࢎh଼١ীҙೠղਊӟޙѤਸਬೣਵܳޖ۠ॄ۽

ੌೱ¦ޙചҴоਗܻ١җэղਊਸನೣೞҊ ؘח

೯ਸࠁߨ ݶਤߓ೯ਤо߈ࠂغঋ۾بೡߨࣻഐ

ఃঋওחѪߨ౸ࣗ౸ױ

۠ߨীాח۸೨ীҙೠղਊبನೣظߨਸࣻഐ

ా۽۸߅ӔഌܳݶೠuҊߋഊ

ೡܳޖыҊాח۸ߨࣻഐܳޖೞঋਸ҃

о٘۞աঋחuҊ೨ࢎਬܳߋഊా۸ߨਤߓ೯ਤ
оߨࢲীࠗחೱҗәബҗоೞ۽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

ా۸ਸݶೣਵॄ۽חߨࣻഐبਵ۽ח

ۧ٠ߨҗߨܫীݺदظחઑ೦ਸযӟ߅ా۸

೨ઁ־חبҳաߨী೧ߓ߉Ҋ ־ҳߨبਤীҵܿೞ

౸ױ

ߨࣻഐоহҊৈѹઉѾҴݶઑ೮ߨ

ঋחחrߨ ߨਵ۽झܿ sܳҳഅೣҗزदীߨਸ

ޖӝীҴо୭Ҋӂ۱ాחۄ۸بݶೡࣻਸب

ఃӝਤೠઁੋبѪইాܻޖ۸ੌبۄझझ۽ߨ

ъ۱ೠ൨ਸыҊਸө

ਸযӝѢա ־ҵоߨਸാࣚೞ۰ೠחѪਸੋ೮ীب

ߨ౸ࣗо߅Ӕഌా۸ߨࣻഐоѾৈعҊ౸
ױೠӔѢੌޖחөߨޖӝীా۸بݶೡࣻ

Ҵഥীࢲ೨ਸࣗ୶ೡࣻ۾بߨਵ۽೧كѪ

ೠҴߨ֙ਘੌ୨ࢶѢࡳ۽൦Ҵഥਗٜ

ࠛҳೞҊ݄ܳঋਸ҃ా۸ਸղ۰֬ইঠೠڷח

ٜ݅যэ೧ਘੌীҕನعറtߨীٜযтઑ೦ٜ

ਵب۽೧ࢳೡࣻߨ౸ࣗߣా۸ݶѾী

ҴѼਸইঠೠuחѼաয়֙ࠗఠחҴ

೧tо݄݃өߨਸெঠೡా۸ߨਸਤߓ೮ӝ

헌법수호의지 결여 판단의 근거는?

ഥীࢲߨઑ೦ٜਸࢶѾೞҊ റҴైܳా೧୭

ޙٸীػݶѪuݴۄtਤ݄ܳۿೞҊ־ҳաҴоӝࠄ

ߨ౸ࣗా߅ח۸ߨҗߨܫਸযڌѱਤߓ೮Ҋ

ઙѾߑחغधਵ۽ѐਸѢٟ೧৳അܻաۄߨ

ੋߨੋߨਸઓ೧ঠೠחѪਸױਵࠁ۽ৈࢎחѤu

౸ױ೮ਸөߨ౸ࣗח౸Ѿޙਸా೧߅ా۸೨ࢎ

֙ীѐઁػରѐߨ

ࢳ࠙חۄաয়חѪޙٸب

ਸبъ۱ೠ൨ਸоҊਸөߨী೧ঌইࠁݴܻ
оߨਸযڌѱ߄ࠁۄҊ೧ঠೞחಝࠁ

ߨҴо୭Ҋߨਵ ۽ҴӝࠄӂҗҴоઑ Ҵ

ೠ߸ഐࢎഈഥాܳࢲݺࢿח೧tߣߨ౸ࣗѾࠁ

оܳझܻחਗܻ١ਸӏೠߨܫߨҴࢤഝਸ

ࣻ৬ࠁઁޙоইۄפߨࢲࣻഐઁޙuࢲݶۄtߣѾ

ߨ౸ࣗחࢶ߅ా۸ౠੋҗҙ۲ػ

ӏઁೞҊࠁഐೠݶߨߨܫਸӏઁೞҊࢲܳחೡ

ߨ౸ࣗоߨীੑп೧ղܽѾੋ݅ఀӂੋҴ

଼ࣻ݀ਸदೞח١ౠѐੋਸਤ೧ా۸ਵࢲ۽ਤ৬

ਸೠߨਸӔрਵ۽೧ߨغઁܫҊ ݺ۸աӏ

فݽоߨ౸ࣗڷਸઓ೧ঠೡѪuۄҊߋഊ

ӂೠਸթਊ೮Ҋ౸ױ೮

ઁחغѪ ݽٚߨਤীઓೞחѪ߄۽ߨ ۽

ਬܳrҕपഅޖਤ߈srӝসਬ৬ӂஜ೧sr࠺ষࣻ
ޖਤߓs١ਵߋ۽ഊ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ࢤп೧ࠅઁޙ
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의 종류를 조사해봅
시다.
2. ‘탄핵심판’을 의의,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심판절차,
결정내용과 효력으로 나누어 정리해봅시다.
3.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권자와 심판권자가 다른 이
유를 민주정치의 원리를 생각하여 정리해봅시다.

참고자료

나눕니다. 국회가 의결권을 가지는 이유, 일반 법률안보다 의결정족수 기

헌법재판소 웹사이트(www.ccourt.go.kr) - 알기 쉬운 헌법재판
EBS 지식채널e - ‘헌법 제1조’ 편

준을 높게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탄핵심판을 다룰 때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사의 시각으로 다루거나 한 쪽의 입장만을 이해시킬

지도법
중학생들에게 탄핵심판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교과서에서도 탄핵심판
은 그 의미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달여에 걸쳐 진행된 탄핵심

교과서 찾아보기 - 미래엔

판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노출될 만큼 뜨거운 이슈였기에

사회① ⅩⅠ.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민주 정치의 원리
사회② Ⅸ. 인권 보장과 헌법
사회② Ⅹ. 헌법과 국가기관

좀 더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심화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
합니다. 이후에 탄핵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
하나인 탄핵심판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크게

수 있는 자료는 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탄
핵심판에 대하여 정리하게 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
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 이
념과 연결되기에 민주정치의 원리와 연결하여 입헌
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봅시다.
▶ 김현진 경기 고양중 사회 선생님

인터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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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전파하는 김상균 강원대 교수

미션 해결하고
마법카드 사용하고
“수업, 게임처럼
진행해보세요”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수업에 게임을 접목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매우 높아지고
수업의 집중력과 몰입도도 상당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교육 ୡࢳ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୭Ӕૐъഅप "3 ѱੋrನހҊsоࣁ҅ਵࢶ۽ೂ
ੋੋӝܳՑನހҊחrૐъഅपsחۄӝࣿੋ
ஏ৻ݶীبѱబஎੋਃࣗоࢿҕਗੋחۄ
࠙ࢳߓ rನހsחܻࠛۄনೠઙܨ
ހझఠٜܳ݅যࢎۈٜ۽ೞৈӘथࠗਸӓೞҊ ܳ
ా೧ѱਸ҅ࣘযաоѱೞزחӝܳࠗৈೞח١द
झమࢎۈٜ൜ܳࠛ۞ੌਵௌחѪ
ࢿஂ थࠗ ౠ೯ਤܳ҅ࣘযաоѱೞزח
ӝjࢎۈٜѱਸԲળೞ۾بೞ۠חѱਃ
ٜࣗਸ࠙ܲঠীبਊदఃݶযڄө
पઁ۠۽ࣁ҅ীࢲഛغҊѱ
ই࠙צঠীѱਃࣗ ӝߨ١ਸਊ೧൜ܳ؊ೞҊށ
ੑೡࣻחذ۾بrѱೖா࣌ (BNJGJDBUJPO sӒ
Ѫѱೖா࣌ӝস҃ ݃ா١࠙ঠীࢲഝਊ
 ؘחغ୭ӔীחҮਭ࠙ঠীࢲѱೖா࣌ਸഝਊೞ
۰חഝߊೞࢤٜ൜ܳࠛ۞ੌਵఃࣻח
সਸӝദೞҊणزӝܳࠗৈ೧ঠೡҮࢎٜੑীࢶݒ
߈оੌ
rҮਭѱೖா࣌sਸҴղীঌܻҊחӣ࢚Ӑъਗ
दझమ҃ҕҗҮࣻীѱҮਭҗѱਸযڌ
ѱਸࣻחܳޛӣҮࣻחҮਭѱೖா
࣌ਸোҳೞݽחੋrҮਭѱೖா࣌ನۢsܳ
ݐҊਵݴ୭ӔীחೠҴҗହױ୭ೠrઁഥ
җҮਭѱೖா࣌ನۢsীࢲъো۽աࢲҮਭѱ
ೖா࣌ബҗ৬ݎী೧ঌܻӝب೮

미션, 포인트, 보상⋯
게임 요소를 수업에 접목시켜라
ѱਸҮਭীഝਊೞחѪѢହೠѪইפ
ӣ࢚ӐҮࣻחtрױೠѱੋਃࣗ݅ࣻসীغݾযبҮप

഻ঁഝӝܳࣻڿuࢲݶtࢎۈٜѱী൜ܳוՙח

णزӝ৬ഐӝब؊ழਵ ݴणղਊীೠ೧بب؊

ੋਃࣗੋ¦r࣌s¦࣌ਸੜࣻ೯೮ਸददઁҕחغrನ

֫ইѪਵ۞٘۽լ

ੋs¦ನੋ۽Үജೡࣻחrࠁ࢚sਸࣻসী֣ৈղݶ
ػuҊ݈೮

ӣҮࣻחtࣻসীѱਸݾೞݶࢤٜࣻসଵৈਯݒ
֫ইҊࣻস۱җށੑ࢚ببழחਸഛੋ೮

Үীࢲ೯חغೠࣻসदрਸ۽ٜযࠁࣻসীࢲઁ

uࢲݶtҗࣻসറҗҙ۲ܳ۽Ҋ۰೧ࠁח١۽ী

द࣌ػrࢎېഥઁޙਸ೧Ѿೡߊݺಿই٣যղӝsߊ

ೱਸ߉חࢤٜبҊ णनх֫ইࢤبu

ܳӓਵ۽ೞҊ ࣻೠߊݺಿই٣যܳղߑחधਵ۽

Ҋ݈೮

࣌ਸࢿपࣻ೯ೠࢤٜҮࢎࠗ۽ఠrನੋsী೧ೞחо࢚

ѱೖா࣌ࣻসীଵৈبоڄযחࢤࣻفݽبসী

ತܳ߉חࢤٜತܳݽইrࣻসदрী࠙एחदр

ଵৈೡࣻ݅۾بٚחীࢲݒبӛਬӝઁ

ਃҳೞӝsrदઁޙ൦ӝs١ౠ߹ೠӝמѹחr݃ߨ

оبੑࢲݶغәࢤٜ֫ࣻসଵৈبоࣻ۽ৈѹ

٘sܳࣻࢤٜо࢚ತ ನੋ ܳദٙ೧नਗೞ

݅ఀਃ೧ ؘחѱೖா࣌ӝߨ۠അਃҳী

ߨ݃ח٘ ࠁ࢚ ܳӝਤ೧ࣻস ࣌ ী؊ৌबଵৈೞѱ

ࠗೞࣻחসӝߨࣻؼחѪ

חغѪथࠗࢤӝҊ ࣻসଵৈزӝࠗبৈࡺؼ؊۞ࢿஂх
ਸו՜ࣻب

tѱೖா࣌ӝࠄਵ۽ࣻೠࢤٜਸਤೠҮਭӝߨ
ইۄפrفݽоೣԋࢿೞחҮਭӝߨsۄҊࠅࣻणפ

۠ѱਃࣗܳࣻসীਊೡٸ೧ঠೡহਸө ӣ

ѱೖா࣌ҕࠗী൜оহ؍ࢤ ҕࠗীनхਸ

Үࣻחtޙച࢚ಿӂաਊಿ١ޛੋࠁ࢚ਸחѪо

؍ࢤөࣻفݽসীଵৈೡࣻ݅۾بٚחীࢲഝਊب

әೖ೧ঠೠuҊઑ೮ࢤٜ൜ܳثӝਤ೧ࢲח

о֫ਸѪੑפu ӣҮࣻ

ࠁ࢚ࣘਵ۽ழઉঠബҗܳࠅࣻޛ ؘחੋࠁ࢚ਸ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दఃӝоয۵ӝޙٸ
tҮࢎٜоҊ೧ঠೡѪࠁ࢚ੑࠁפ؊જ
ࠁ࢚әغঋѢա рীࠁ࢚Րӝݶࢤٜ൜оয়
۰ڄযࣻणࣻࢲۄٮפসदрীয۰ޙਸೖ೧т
ࣻחౠӂਸࠁ࢚ਵ۽ળٚ ࢤࠗबਸఃਕߑחध
ࠁ࢚ਸחѪೞਃu ӣҮࣻ

수업 참여율, 공부 흥미, 자신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김상균 교수가 제안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사이언스레벨업 (sciencelevelup.kofac.re.kr)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증강현실을
활용해 빛의 굴절을 살펴보는 ‘빛 실험실’, 교실에서 쉽

ࢤٜ൜ܳՑযঠࣻস೯औ݅ࠁޖਃೠѪ

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도구인 ‘서바이벌 OX퀴즈’ ‘초

ࣻসਸా೧ೠणബҗܳѢفযঠೠחѪࣻח

성퀴즈’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সਸೞ؊بۄ೧ࣻসਵߓ۽חѪೞաبহޖݶਊޛ
ѱࣻݾসബҗחযڄө
ӣҮࣻ҃חӝ൜؋ୡ৬ࢲޖҗࣻসदрীѱೖ
ா࣌ӝߨਸਊ೧োҳܳ೯ೠ߄ ؘחোҳѾҗীٮ
ܰݶѱೖா࣌ࣻসਸ߉ࢤӒۧঋࢤࠁ

▶아그작교실 (bswclass.strikingly.com)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진로 교육게임과 관련한 수업 도구와 지도안을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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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과

୶ୌ 진로체험 프로그램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한국전기연구원 ‘찌릿찌릿 전기교실’

“태양전지 자동차 만들며 전기 기술 원리 배워요”
ҳਗীࢲೞחrଧ݁ଧ݁ӝҮपsীݾ

ରо೯חغਗܻܳ׀ਵ۽ഛੋೞҊ కনৌ

೧ࠁחѪযڄө ҃թହਗীਤೠೠҴ

۽ҷ۞оפחزରٜ݅ӝ١ਸ೧

ӝোҳਗ۱ࢎস ӝҕস߂ӝਊ

ࠁࢲݶӝӝࣿਗܻܳऔѱߓࣻ

࠙ঠোҳѐߊҗदਸా೧ӝসߊ

ೠҴӝোҳਗଧ݁ଧ݁ӝҮपਘ_

ਸՏӝҙਵ ۽োҳਗীࢲࠁਬೞҊח

Әਃੌী೯ݴغଵৈदрഈೡࣻ

ੋ ੋޛܳۄഝਊ೧ࢤٜীѱӝӝ

ੋ࢚ଵৈೡࣻਵݴ࠺ܐޖח

ࣿӝഥܳઁҕೠ

ೠҴӝোҳਗ കಕ XXXLFSJSFLS ܳ

୨दр࠙ীѦ೯חغrଧ݁ଧ݁
ӝҮपs ࢤٜীѱ ೠҴӝোҳਗোҳ
दࢸҗࢸ࠺١ਸѼೡࣻחӝഥܳઁҕೠ

ଵҊ೧ച۽ੌݫחژनೞޙػݶ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ҕբ܉¦ӝ࢚ࠗৌରӝࣿী
ਊחغୡبഅ࢚दো߂¦ࢶޖ۱

ഝزোҙস

࣠җకন١ਗܻܳ೧ೡࣻחҗ

액체 질소를 활용한 실험을 보는 학생들. 한국전기연구원 제공

ରসഄݺदо৳ࠈ۽җੋҕמ

пҟ߉Ҋ

Үҳٜ݅ӝ١ӝӝࣿҙ۲ਗܻܳऔҊ

전기공학연구원: 전기공학연구원은 정

൜܂ѱߓࣻח۽Ӓ۔ਵ۽ҳࢿغয

비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 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

ੋҕբ܉ীࢲחোҳਗपࢸ࠺ܳ

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ഝਊ೧֫ਵੋ۽ҕߣѐٜܳ݅যࢤ

일을 한다. 전기공학이론의 원리를 엔

ٜীѱࠁৈળӝਗܻ৬োҳਗೞח

지니어링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방
법 및 절차를 계획, 실행한다.

ࢎۈೡਸೞաঀلೞҊחо

ࢤٜীѱӝ৬ҙ۲ػ۽ఐ࢝ӝഥܳ

ੌ١ী೧ޙೞݴҾӘૐਸ೧ࣗೡࣻب

ࠈ۽ؘҗੋҕמਸѱೞחӝӝࣿ

Ҋरݶਘҗ׳ਸݏইೠҴӝো

ঘࣗܳഝਊ೧ӝ࢚ࠗৌ

● 국민체육진흥공단 ‘TIC TOC! 올림픽 컷!’

올림픽 스타 가상 인터뷰 해보자
ઁ۽ೠਬӝઁ۽Ӓ۔ਸೞҊ

ӝبೠઑ߹۽ࢿೠӝࢎܳখীࢲߊೞ

ౠ Ҵਭ൜ҕ ױೞࢲ חৢ

ݴr߬झ٘ੋۄsীైೞҊ ৢܿӝ֛ҙ

ܿӝ֛ҙীࢲחr5*$50$ৢܿs۽Ӓ

࢚ࢸदҙਸҙۈೞחѪਵ۽۽Ӓ۔ਸ݃

۔ਸ࠺܃ೠ۽۽Ӓ۔ਸ

ܻޖೠ

r5*$50$ৢܿsഅझನஎӝܳݭ

r5*$50$ৢܿsࣻ  ݾӘਃੌী

షܿৢ۽о৬ࢎܳಝࠄٍ

ػೠഥীݺղ৻оଵৈೡࣻਵݴ

झܳઁೞҊղਊਸҕਬೞח۽Ӓ۔

ଵо࠺חহԷӡࢎࢲחژৢܿӝ

ࢤٜrৢܿࢎs࢚ਸदೞݴӒ

֛ҙ ച    ࣻ ۽ೞݶ

زউৢܿযڌѱܖযח೧ೠٍ

ػ

ࣁ҅ৢܿझఋݺ١ೞחrৢܿೖ્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җৢܿхࣽزрٜsחۄઁৢܿ
ݺݶ࢚ਸх࢚ೠ࢚ীೠࣗхਸࢲ
۽ҕਬೞࢲݶ ఌਘ ઓৢܿо
ܳߓ

올림픽 스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학생들. 서울올림픽기념관 제공

ಣହܿৢ҅زоөਕҊৢ

ఌਘ ઓ١ৢܿоܳߓࣻ

ܿ Ҵઁৢܿਤਗഥ *0$ оࢶೠ بद

Ҵਭ൜ҕױܻաۄझನஎ

ীࢲ֙݃ѐ୭חغҴઁझನஎ҃ӝഥ

ҕӝҙਵࢲ۽झನஎܳా೧ٜࣗ֙Է

rझನஎԢsۄҊܻࠛܿৢחীࢲח 

җՙܳఃਕҊ֙ࠗఠrৢܿsਸ

ഝزোҙস
스포츠 기자: 스포츠 기자는 각종 스포

ࢤٜ࢚ী١ೠৢܿझఋݺ

츠 소식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

ݺਸઑ߹ࢶ۽ఖ೧೧ࣻࢶীೠӝࢎܳ

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

ࢿ೧ࠄഅझನஎӝоझನஎӝࢎࢿ

려주는 일을 한다. 취재한 내용을 바탕

ߨҗࢎ೦ झನஎӝоೞੌח١ী

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특정 사건에 관

೧ࢸݺೠ࢚ਸࠄٍઑ߹۽աযӝࢎࢿ

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독자가 이해하

दрਸыחӝࢎܳࢿೡחٸҗѢࢶࣻ

기 쉽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사를

সਸ߄ఔਵ۽ࢿೞӝبೞҊ ࢶࣻо࢚
ੋఠ࠭ܳ೯೧ੋఠ࠭ӝࢎഋधਵ۽ࢿೞ

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선생님
과

झथ
함께 성장하는 ઁ

11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친구가 들어주는 친구 이야기⋯ ‘공감’이 가장 큰 무기
※이 사례는 김진선 경북 길주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١ਸ೯೧ঠೞӝޙٸਃ୭ࣗ֙рഝز೧ঠೞ݅ח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상담의 기회

ఀࢿपೣоਃࢲ۽ࢎ࢚ۿޛפrܲҳٜਸ

ࢎ࢚ېژٜ࢚۽ٸٸҮࢎࠁ഻ঁഴܯೞѱ࢚ࢎ

݃աب৬۰݃חחоsبਃೞѱҊ۰פ

ೡਸ೧շפҳҙ҅ੋ۽೧Ҋਸѻ؍ೠ֙ইחೠ

ӡী݈חҊبৈ۞ࢎ࢚ݺٜण۽߄פӡ

ࢎ࢚ېژо࢚۽߄ݶغਸ೯ೞחѪইפתೠҴ

֙ࢶߓࠗ۽ఠ࢚ېژਸ߉റәѺউਸغওणפ

ࢤٜ۽ҳࢿػrࢎ࢚ېژsٜਃ࢚ࠗېژীࢲഝز

࢚ࣗ֙ࠂѐߊਗীࢲઁҕೞ଼ח৬ਢҮ١ਸష۽

Ӓইחtࢎ࢚ېژഋઁҊਸೞѱٜযҊ ೧

ೞࢎ࢚ېژחٜࢎ۹ܳ߄ఔਵ۽ӡդ֙r

࢚ীਃೠҮਭਸ߉ইঠࢲ۽ࢎ࢚ېژפन

Ѿ଼ਸэҊ೧חѪۿޛҮীࢲ݃சݢ݃ٸ

Ү۱ߑ࢚ېژࣻࢎ۹ҕݽsীࢲೠҴ࢚ࣗ֙ࠂ

ೡ ࢿী೧جইࠁחೠಞ҃ ҕх ޙ١࢚ӝࣿ

ੋࢎܳѤ֎Ҋ ೞ࠳ب೧uࢲݶtӒੋ۽೧Үࢤഝ

ѐߊਗ࢚ਸ߉ӝب೮णפӒ݅ఀࢎ࢚ېژٜഝড׀

بള۲ೞਃࢎ࢚ېژٜߓ࢚ӝࣿਸपणೞחҗ

ഃ৻܂ঋѱعuҊణযְणפ

ࠗदਃ

بणפҗীࢲࢎ࢚ېژनٜبझझ࢚݃۽

ࢎ࢚ېژٜࢎېژীࢲ݅ഋࢿחغҕхҗ೧ܳ߄ఔ

క ੋрҙ҅١ਸجইࠁݴೠࣼࢿ҅ױ೧Ҍפ

࢚ېژীחౠ߹ೠनߑߨহणפ߸ীࢎ࢚ېژ
о־ݶҳաٜীѱनҊաঠӝܳణয֬ਵݶ

ਵޙ࢚۽Үࢎب೧ࣻহחrݏഋs࢚ਸઁҕפ

פؾҮࢎܳѢա ࢚पޙਸ٘ف۰ঠೞࠗחਸ؏

җীࢲ࢚ਸ߉חࢤࡺই࢚ۄפਸ೧࢚ېژח

ࣻחѪભېژࠁޖীѱࢲ݅ਸࣻחӨҕхҗ

ࢎࢤীѱࢲبਬೠࢿҗ߸ചоաఋժפ

೧оࢤٜীѱউхਸউѹસפ
ࢎ࢚ېژٜীѱबகҊ࢚ੋޙਸӝೞחѪ

또래상담사, 높은 경쟁률에 면접 통과하고 교육 받아야

ইࢎ࢚ېژפתٜীѱ݅ݽٚѪਸݐѹبࣻلহणפ

࢚חࢎ࢚ېژೠੋӝܳی֙ݒפनੑܳࢎ࢚ېژ

ਤೠ࢚ടۄҊ౸҃ؼױҮࢎпੋѐੑਃೞӝ

ࢶߊೞؘ҃ח੬֫ܫਸחٸী׳ೡبٸणޙٸפ

بפ

ীҮࢎੋઁоݶਸ೯೧ঠೞ҃חࢤبӝਃۿٸӝ

ೞ݅ࢎ࢚ېژઓоܻҮࢤٜীѱ࢚ਸ߉ਸ

ઓীഝزೞࢎ࢚ېژ؍ࢤٜݶਸ೯ೞӝبפ

ࣻח؊݆ӝഥܳоઉחѪ࠙ݺ־פҵоࠗ۽

ࢎ࢚ېژоਃೠࢶߊӝળrࢿपࢿsੑ࢚ېژפ

ఠبਸ߉ਸࣻחӝഥ नҊਸణয֬ਸࣻחӝഥо

ࢎоݒݶغೠߣঀ8FFېझ۽৬ࢲҮਭਸ߉Ѣաपणh࢚

우리학교 োҳݽhزইܻ를 ࣗѐ합니다

഻ঁоөীפࣅחөਃ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경기 포곡중 교사동아리 ‘교사 스터디 서클’

“고민거리 털어놓으며 학생들 가르칠 에너지 얻어요”
חҮࢎزইܻࢲীחҮਭࠂࢎաযഥചޙъࢎ ਗ

ਊӝs৬rࣻসࢿsਸೣԋ੍ഝز଼ղਊѐੋਵ

যҮࢎ ӝрઁҮࢎ Үਗٜبਬ܂ѱଵৈೡࣻ

۽৬חղਊաҳী೧ঠӝܳա־Ҋ ৬ҙ۲ػ

ٜೠߣݶݽदрֈѱࢲ࢚ੌ۽ী೧ঠӝೞח

न҃ਸঠӝೞחधਵ۽೯ػٛۈࢎחҊա

दрਸо

ઑਸೞӝࠁחঠӝܳ҃ೞ݈ݴೞ݃ۈࢎח

ݽٚҳࢿਗٜਤա଼ী࢚ҙহಣ١ೞѱਗਵل۽

ࣘীחঠӝܳفݽణয֬ਸࣻب۾ب৬ળ

۞ঊইঠӝܳա׀ৈ۞زݺदী݈ਸೞѢաࢲ݈۽ਸ

դ೧Үࢎझఠ٣ࢲীଵৈೠೠҮࢎחtҮࢎࢤഝਸೞ

Ҋ߉חधইੌ ۄפઙ݃ೡਸೞחrషఊझ౮sਸج

ࠁ־ݶҵоীѱաঠӝ݈ܳೡӝഥоࠗೞҊ ־ҵоо

ܻݴनର۹оݶغೠ݈ঀݺೞחधਵ۽೯ػ

աঠӝܳରӔରӔٜযੌبѢহחѪഅपuݶۄ

नࣻࢳҮࢎоݢrഅन݃ࣘೂ҃ਸ҅ազॿ
ী࠺ਬ೧݈೧ࠁsrझۨझܳ߉ਵݶযڌѱ೧Ѿೞחоsrਃ

ࢲtҮࢎझఠ٣ࢲഝزਸా೧৬ਤ߉ܳ۽ӝ࠙u
ۄҊ݈೮

원으로 둘러 앉아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기 포곡중 ‘교사
스터디 서클’ 교사들. 경기 포곡중 제공

աఋաࣗਗоٜܳযળޖݶਸ݈ೞҊरоs৬э

नࣻࢳҮࢎחtزইܻഝزਸా೧ীցܳҮࢎٜ

҃ӝਊੋदীਤೠನҋীݺחҮࢎٜഝزೞחҮ

झझ۽ղݶਸٜৈࣻࠅחޙਸ؍ ݶҳࢿਗٜ

әীجইоࢤٜীѱبэߑधച৬҃ਸदبೠu

ࢎزইܻrҮࢎझఠ٣ࢲsrҮࢎझఠ٣ࢲsҮࢎٜ

جইоࢲݶഅन࢚కաҊਸࣛೞѱ݈ೠস۽ޖ

ࢲݶtੌܳઁޙਵఅࢤٜաࢲ۽х࢚ೠࢤٜਸਗਵ

рܳبӓചೞҊनੑҮࢎٜҮਸذӝਤ೧

ੋ೧Үࢎ৬Үਗٜࢲాࣗ۽ਸా೧न݃ਸج

۞ل۽ঊ൦ٍп࢚݃కী೧ঠӝೞ۾بೞݶࢤ

ٜ݅যزইܻزইܻীоੑೠҮࢎٜೠ׳ীೠߣݽ

ࠁݴҮࢤഝ൨ٚਸ؏যղחѪ

ٜࢎࣻࠁبઁޙਘೞѱ೧ѾೡࣻuҊ݈೮

ৈҮࢤഝਸೞݴ൨ٜ؍ਸৈ۞Үࢎٜীѱణয֬Ҋ ࢚
ҮࢎҊীҕхೞחदрਸыח
ನҋrҮࢎझఠ٣ࢲsਸٜ݅য֙૩Ցযয়Ҋחन
݅धನҋࣻࢳҮࢎীѱҮࢎزইܻߑधҗബҗী೧

नࣻࢳҮࢎחtࣗాਸా೧ಣࣗऺৈܳઁޙ؍೧Ѿೞחҗ
ਸా೧Үࢎٜп݃ਸਬೠuࢲݶtࢲ۽ঠӝ
ীҕхೞݴदࢤٜਸоܰசࣻח൨ਸѱחغѪޛ

ҮҮࢎোҳݽزইܻܳrਬӝઁsী

 ۿҳࢿਗٜՙܻࣗాೞݴҕزधبыѱػuҊ݈೮

یೞҊ ࢤ֢بೞܳҕਬ೧ࣁਃ

ٜযࠌ

둘러 앉아 서로의 일상 공유
Ҵয ࣻ য ࢎ١নೠҗݾਸоܰחҮࢎٜݽ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ਬӝઁಞF ੌݫFEVEPOHB!

학생 간 문제도 대화와 경청으로 해결

EPOHBDPN ۽োۅ৬ ࢎোਸ ࠁղ

Үࢎझఠ٣ࢲ֙ী଼ӂਸೣԋ੍Ҋ ଼ղਊਸجই

दݶӝоചܳ٘݀פ

оݴਃডܻ೧ߊೞӝبೠդ೧ীחrоܰசࣻ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