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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중 ‘뇌야 뭐하니?’

나의 뇌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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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അࠁثӝ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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೧ܳܐઑࢎೞѱೞפࢤٜଵৈبо؊֫ইuࢲݶtֱ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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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ҕࠗೡࣻחѪuۄҊ݈೮

ೡӓ షۿण١ਸपद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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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୨ରद۽೯ֱ¦عҳઑ ରद ¦ֱӝ מରद ¦ֱӝ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מೡӓ ରद ¦ֱӝמೱ࢚ীب ߨߑחغରद ¦ֱࢎ࢚క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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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모형 직접 만들며 구조와 기능 머릿속에 ‘쏙’
ରदrֱҳઑsࣻসद ࢤٜनֱܳبӒ۰ࠁחद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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షܳ݃ࢤٜझ݃ಪਵֱ۽ҳઑী೧Ѩ࢝೧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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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중 학생들이 직접 그린 뇌 구조 전개도. 곡성중 제공

ࠗਤী೧ࢲبইࠁֱݴӝמী೧Өѱߓ

ܻೞחѪݽمݽܲഋਸా೧࢜܂ѱঌѱ݃ػ ҙ١

ਸೱ࢚दఆࣻߨߑחਸই҃೧ࠄֱӝמೞա
ੋrࢎҊמ۱sਸೱ࢚दఃӝਤೠߑߨਵ۽rನషझగ٬షۿsਸ೧ࠁח
Ѫೞաߑߨࣻؼನషझగ٬షۿౠࢎਸࠁҊࢎ
җౠઁোҙࢿਸই֤ܻਵ۽োѾחغঠӝٜܳ݅য
ࠁחഝزٜܳয֣ӝࢎਸࠁҊ֣ӝ৬ֱোҙࢿਸই
t֣ӝоܻܳࣗݾೞחӝמ٠ ֱחনೠࠁܳೞ
חӝמuחधਵ۽ঠӝٜܳ݅যࠁחѪ
߅Үࢎחt֣ӝ৬ֱ Ԣҗֱ١ݶࠁڷҙ۲হਸѪэѪٜ
ਸࢲ۽োѾदఃחഝزਸా೧ହ۱ೱ࢚ػuࢲݶtनࢤпҗ
Ѽਸਬ܂ѱঠӝೞݴഅמ۱بӝܳࣻuҊ݈೮
݄݃ରदীחrֱࢎ࢚కജܳউࢎۅदఃחѪsਸઁ¦۽ੑ
¦ۿ߈¦ۿ୭ઙ߸ۿ١ࣽࢲ۽షۿਸ೯ೠాܳ೧ࢤٜ
ֱ߈ੋೡী೧दೠߣܻೞҊࢤݺઓষࢿী೧
ߓ
߅ҮࢎחtೠӔѢ۽೧ࠁחషۿഝزਸా೧֤ܻࢎҊ۱
ਸӝܳࣻuࢲݶtউחۄࢎۅઁܳా೧ജٜ߉חҊాਸр
ਵו۽ՙࣗݺࢤݴೣҗఋੋীೠҕхҗߓ۰١ਸߓࣻ
חѪࣻসౠuۄҊ݈೮
Ü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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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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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애란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사춘기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뇌’ 주제로 수업⋯ 참여도 높아져요”
‘뇌야 뭐하니?’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박애란 과학 교사는 “이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쌓는 수업”이라면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뇌’를 주제로 수업하니 참여도가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
‘뇌야 뭐하니?’ 수업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진행한 박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박애란 교사의 ‘뇌야 뭐하니?’수업은 모둠별로 진행된다. 사진은 모둠 활동을 하는
전남 곡성중 학생들. 곡성중 제공

ࢿೞחࠗ࠙݅ਸӝળਵֱ۽ҳઑ৬ӝמਸਸ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ѪۄҊࢤп೮ ؘחӒࠁ؊աইоف റف 

ઁࢶఖ۽Ӓ۔ਗੋݾېrҮҗबചsܳفীبࢲݶفࢤٜૌѢਕೡ݅ೠࣻসਸٜ݅

ֱр ֱ١؊ࣁೠࠗ࠙ҳઑ৬ӝبמইչ

ҊरҮࢎоѐੑೞࣻחসࠁחࢤبਵ۽ଵৈೞࣻחসਸٜ݅Ҋࢤٜীѱৈ

ࣻসߑೱ࢚җܰѱൗ۞тٸઑӘട೮݅

۞ઁܳҊоೞҊरࣻসੋޖޛ

؊बചػഝزਸೡࣻחӝഥоغӝب೮

¦ࡄ¦न҃҅¦ೞ¦ӝ¦¦زਗࣗ١ৈ۞ױਗীೠࢤٜࢶഐܳبઑࢎೠѾҗन
҃҅ীೠࢶഐبоо֫ওन҃҅୶оrֱsֱ۽ীҙೠࣻসਸӝദೞѱع

수업의 효과는?

ࢎӝࢤٜಣࣗೠߣତtք৵ۧѱ݅ೞ פutց൞оӘ߈ࣗ೦ੋѪֱী߸ച
оӝޙٸঠu৬э݈ਸٜযࠌҊ೮݈۠ਸٛפࠁোझۣѱtղֱীয߸ڃചо

ࢎӝࢤٜrք৵Ӓ۞פs݈חۄਸࣻبহٜ

ӝী߸ীࢲ݈۠ਸೞחѢ u৬эഐӝबࢤ҂؍Ѫ

ਵࢲݶরೞӝبೞҊҾӘೞӝب೮ਸѪrֱঠޤ

ѾҴֱী݆ҙबਸыҊ؍ࢤٜ؋࠙ীࣻসਸӝദೡࣻࢤֱٜҳઑ৬ӝ
מী೧औҊѱ೧ೡࣻ۾بೞӝਤ೧ֱݽഋٜ݅ӝ ֱӝמೡӓ١۽Ӓ۔ਸ

ೞ פsࣻসਸా೧नֱоযڌѱҳࢿغযח 전남 곡성중 학생들이 직접 그린 뇌 구조 전개도.
ঌѱعҊ नֱחযڃӝמਸೞҊח ֱীয 곡성중 제공

بੑ೮

߸ڃചоੌযաҊח١ਸ܂ѱߓਛాܳ೧नী೧ࢲ۽ઁب೧ೡࣻѱع
ژೠֱݽഋٜ݅ӝ ֱӝמೡӓ١নೠ۽Ӓ۔ਸా೧ֱҳઑ৬ӝמী೧ѱߓ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Ҋ ֱী೧షۿೞҊߊ೮ӝޙٸীߓղਊਸ؊য়ۖزউӝরೡࣻחѪࣻস


झ݃ಪ֎ਕജ҃ਗഝೞঋওࣗ؍ইएਛࢤٜझ݃ಪਵ۽ܳܐઑ

উܳࢎۅઁ۽ଲ߈షۿਸೞࢲݶӝܳӝૐ߉ޅೠࢎۈաࢎҊੋ۽

ࢎೞחѪࣻসীࢲࠗ࠙ਸର೮֎ ؘחਕ۽ઁޙܐઑࢎо൨ٜযࣻসदрਸ݆

೧नੌࠗܳࢎۈٜ࢚ടਸجইࠁݴӒزউ؍ۋށജٜҊ

ೲ࠺ೞѱع

ాਸঌѱػࢤٜ݆بওఋੋীೠҕхҗࢤࣗݺೣ ઓ ߓ۰١ਸ

ژೠrֱs݅ਸоҊࣻসਸ೯೧ࠄѪࢲۄରद۽Ӓ۔ਸా૩۽ӝദ೧ղחѪऔ

ঌѱؽਵੋࢿੋॄ۽ஏݶীࢲبӛੋബҗоਸѪਵ۽ӝೠ

ঋও೯ೞࣻחসפࠁद೯য়݆بѻࢤٜ ֱࣗ ֱрֱ١ֱܳҳ

“다른 교과와 융합하면 더욱 효과적”

교사의 수업지도 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박애란 전남 장성중 과학 교사(올해 2월까지 전남 곡성중에서 근무)

৬эदܳೞחղਊز࢚

Ѣաrউࢎۅsܳઁ۽ೠషۿਸয۰

제언

ࢤֱٜҳઑ৬ӝמী೧ҙबਸ

ز࢚ਸࠁࢲݶtࢎоࠗఠө

ਕ ೡ ࣻب оמೞ ݶࢤٜ

rֱঠޤೞ פsࣻসബҗܳӓചೞӝਤ

оࣻ۾ب࢚ܳܐӓഝਊೞ

ࣁযࠁۄҊ೮ ؘחജоr     

ଵҊೡ݅ೠо٘ੋۄਸחѪજ

೧ࢲחনೠҮҗ৬ো҅ೞחѪજ

חѪજٜܳযରदֱҳઑ

   sҗэਸࡐҊ݈೮ ݶ



ࣻসীחݒജ৬ҙ۲ػझܳ

ֱחয࠙ࠗڃਸѤ٘۷ӝੌޙٸө u

दաܻয়ࢿਸয۰ਕೞחࢤٜী

ߑߨsࣻসਸೡٸоҮҗ৬ো҅೧

दೡࣻࢤٜݒਗੋী

৬эޙਸ ೞݴࢤٜଵৈܳਬب

ѱֱ ח৬ ҙ۲ز ػച଼ਸ ઁҕ೧Ҋ

ֱীજधۨदೖܳઑࢎೞҊ

೧ࢤп೧ࠁ۾بਬبೞҊ ݒ৬э

ೡࣻ

ଵҊೞ۾بউղೠউࢎۅীҙೠ

ٜ݅যदध೧ࠁחѪֱژ৬ҙ۲

৬эনೠ࢚ܳܐഝਊೞ

नѼਸܻೞחѪਸয۰ਕೡחٸ

ػղਊਸ߄ఔਵ۽rয়хହदsܳҴয

ݶࢤٜ؊൜۽ਕೞҊֱҳ

rҶ࢜۽ѼਸղঋইػبsҊ

दрীହೞ۾بೞחѪبೞաߑ

ࢤٜഐӝबਸӓೞزח࢚

ઑ৬ӝמী೧ҙबਸыѱػझ

ফӝ೧ࣻੋఠ֔Ѩ࢝ਸ೧ࠁҊ

ߨࣻؼߑ۠धਵ۽ৈ۞Ү

߈જওରदࣻসदֱࣻ

झֱ۽৬ҙ۲ػ࢚ਸইࠁחࢤ

Ӓղਊਸ߄ఔਵ۽नࢤпਸରӔ

җܳਲ਼ೞݶࢤٜrֱsী೧؊

ࣿݶਸࠁৈ઼ాпহযҊాਸ

ٜب

ରӔܻೞ۾ببೞחѪࣻসী

൜ܳыѱغҊևഝزਸೡ

ࢲҮࢎೡࢤٜࣻসীࠗਸ

ࣻೠоҮҗࣻসਸೡࠁٸ

߽ਗੋֱীחਸܻೞ
ֱࢲݶҳઑࣻসਸदೞػݶ

וՙޅೞֱחౠࢿਸࢸݺೞҊ ֱ

ٜܳযrֱӝמೱ࢚ীبחغ

ࣻࣿਸ೯ೞࢎחоജীѱrࠗఠ

수업 내용을 어려워한다면?

וՙঋҊ୭ೠऔѱଵৈೡࣻب

؊ਲ਼ҊହੋࢎҊܳೡࣻ

ө ࣁযࠁۄs rࣚоۅਸ ৈࠁۄs

ࢤٜदաܻয়ࢿীয۰ਸѻ

۾উղೞח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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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
과

Үҗ
ਲ਼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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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중 심지영 교사의 국어과 교과융합수업

‘모의재판’ 진행하며
소설 내용 익혀요

대상

과목

단원

차시

중1～중3

국어
사회
보건
진로

관점을 비교하며 읽기
일상생활과 법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진로직업 체험

14차시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경기 고양중 심지영 교사의 국어과 수업 ‘모의재판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다’는 학생들이 소설 ‘동백꽃’을 읽
은 뒤 사회 교과 등과 융합해 진행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화자나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다른 사회 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배심원의 역할을 맡아 소설 속 주인공 ‘점순이’에 대한 모의재판을 펼치며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준을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국어3 ‘관점을 비교하며 읽기’ 단원을 중심으로, 보건 교과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단원과 진로
와 직업 교과를 융합했다. 총 14차시로 구성된 이 수업은 국어과 수업 8차시, 사회과 1차시, 보건과 수업 3차시,
진로과 수업 2차시로 구성된다.
‘동백꽃’의 ‘점순이’ 뿐만 아니라 소설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 ‘김첨지’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 등으로 응용도 가

수업 의도

능하다. 현직 판사를 초빙해 소설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소설 속 갈등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어 교과에서의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을 모두 아울러 학습할 수 있다. 모의재판 과정에서 사회과
와 진로과의 융합학습이 이뤄지며, 특히 소설 ‘동백꽃’을 이용한 모의재판에서는 보건교과
와의 융합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교육도 가능하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국어과 교과융합수업 ‘모의재판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다’ 수업지도안
소설 읽고 관점에 따른 입장과 근거 정리하기
형사모의재판 절차 알고 모둠 정하기

1～4차시 수업 주제
차시

교수-학습 활동

모의재판 대본 쓰기
현직 판사와의 만남

8～11차시 수업 주제
차시

교수-학습 활동

8차시

▶모의재판 대본 쓰기(1)
-모둠별로 맡은 부분을 대본으로 작성하기

1차시

▶소설 ‘동백꽃’ 함께 읽기
-문학의 소통구조 이해하기

9차시

▶모의재판 대본 쓰기(2)
-모둠별로 맡은 부분을 대본으로 작성하기

2차시

▶작품에서 관점에 서로 다른 입장과 근거 찾아내어 비교하기
-입장 1: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입장 2: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 간의 계급적 약자에 대한 폭력 문제

10차시

▶현직 판사 초청 강연 듣기
- 현직 판사의 소설과 관련한 형사모의재판 강연 듣고, 궁금한 점 질문하기

11차시

▶모의재판 대본 쓰기(3)
-모의재판에 맞는 의상 및 준비물 점검

3차시

▶형사모의재판의 형식과 절차 알기

4차시

▶모둠별로 역할 정하기
-모둠별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양쪽 증인, 배심원 중 하나의 역할
선택하기

관점에 따라 소설의 주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성취기준으

교사의 도움말

본격적으로 모의재판 대본을 쓴다. 재판의 형식에 따라 교사가 미리 대본 양식을 주
고 학생들이 이에 맞춰 대본을 작성하도록 한다. 판사 모둠은 실제 법률을 토대로 양

측의 입장과 근거에 따라 형량을 각각 생각해 대본을 작성해 두고, 재판 당일 신문과정을 보고 최종결론을 낸
다. 대본 작성 과정에서 현직 판사를 초대해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의 흥미가 배가된다.

로 삼는다. 사회 시간에 형사모의재판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 배운

뒤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배심원 중 희망하는 역할을 골라 4～5명씩
총 6모둠을 만든다. 이때, 소설을 모의재판의 형식으로 배우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차시

형사모의재판 실시
수행평가 및 정의적 능력 평가 실시

12～14차시 수업 주제
차시

모의재판의 쟁점 알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위험’ 알기

5～7차시 수업 주제

교수-학습 활동

5차시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적 자기결정권 이해하기
-관련 영상 시청 (여성가족부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6차시

▶형법, 성폭력범죄특별법 이해하기
-관련 영상 시청 (법정 드라마 편집본, 영화 ‘도가니’ 편집본 등)

7차시

▶성폭력의 사례별 유형 및 소설 ‘동백꽃’에서의 성폭력 유형 이해하기

교사의 도움말

교사의 도움말

모의재판의 쟁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융합수업
을 실시한다. 영상을 시청하며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토론

할 시간을 주면 주제가 더욱 심도 있어지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교과융합 수업을
할 때는 관련 교과 교사들이 사전에 모여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교사가 소설을 읽
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기 위함이다.

교수-학습 활동

12차시

▶형사모의재판 실시
-실제 법정과 비슷하게 교실을 꾸미고, 법복을 갖춰 입은 후 형사모의재판 실시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진행 가능)

13차시

▶수행평가
-형사모의재판 대본을 다시 정리해 작성하기

14차시

▶ 정의적 능력 평가
- 형사모의재판 후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 법조계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 쓰기 및 전체 활동 평가

교사의 도움말

교실에 재판 법정을 차려 놓고, 서기와 법정경위, 배심원까지 꼼꼼히 역할을 정해 모
의재판을 실시한다. 미리 판사, 검사의 법복을 마련해 입으면 분위기가 무척 엄숙해진

다. 재판은 재판장(3명)에 의해 진행되며, 교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미리 작성한 대본으로 역할극이 진행
되며, 중간에 자유토론 시간을 두어 현장에서 상호 신문이 이어진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이 재판은 이후 다시 시간을 정해 실시한다. 상호 비방 및 경쟁을 하거나 재판 후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재판 전에 미리 유의점을 공지한다. 이후 수행평가와 정의적 능력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상호평
가하며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ݭ
모의재판 형식으로 소설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소설의 쉼표, 느낌표 하나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재판의 쟁점에 따른 근거를 소설 내용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열한 토론 끝에 이를 대본
으로 재창작하고 역할을 정해 연기까지 하면서 학생들은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의력과 표현력까지 기를 수 있다. 모의재판 수업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 심지영 경기 고양중 교사

거꾸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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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과

ѢԲ ۽교실 도전하기
ࢶ൞ࢲৈҴযҮࢎח֙ӝҴযҗࣻসରदܳѢԲ۽Үप۽೯೮ѢԲ۽Үपઁݾrա৬ܻࣗѐ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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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ӝsٛӝh݈ೞӝҗॳӝਸزदীಣоೞӝਤ೧ӝदܐزҴযҮࢎٜҗഈ೧Үਭҗਸҳࢿ೮
ࣻস೯زחغউࢤٜٛӝh݈ೞӝਸणೞחѐੋҗઁrղо00ೞח00ࣗѐೞӝs৬Ӗॳӝਸఃח
߹مݽҗઁrܻࣗ֎زѐन݅ޙٜӝsܳزदীࣻ೯೮ѐੋҗઁ৬߹مݽҗઁفݽחӝࣻ೯ಣоࢿ۽ী߈೮
rա৬ܻࣗѐೞӝsࣻসҮࢎоഝزೞחrࢲېҮۿ౭যױsীࢲ֙ҕزҊউೠࣻসݽഋrࢲېҮ
ۿ౭যױsrࢲېҮsѐҮܳળ࠺ೞӝਤ೧ࢲदҮਭীࢲࢶߊೠࣻসਗױҮࢎࣻחসݽഋਸҮز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ܐҮࢎٜҗೣԋदোҳhߊदெࣻসীਊदௌ

이선희 서울여중 국어교사의 거꾸로 교실

‘나와 우리’ 소개하며 듣기·말하기·쓰기 한번에
수업 개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국어

교과

학기

1학년 1학기

차시

14차시

1-1. 자기소개하기

단원

[1차시] 아이스 브레이킹
ରदࣻসҮࢎоઁҕೠഝزীઁदػনೠ҃೧҃חҳܳই_о
ޙਸ؍ੋݴఠ࠭ܳೞҊ୭ઙਵ۽ೠݺਸәীѱࣗѐೞ۾بೠrࣗѐೞӝsഝزਸࠄ

1-2. 글쓰기의 계획과 점검

Ѻਵ۽೯ೞӝীোҙഝزਸоߺѱࣻ೯೧ࠁחदрਵ۽റী೯مݽؼഝزਗഝೠ

4-2. 효율적인 의사소통

ࣻ೯ਸذӝਤೠrࢎഝزsࢿѺ
[2911-2] 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핵심성취기준

※ 1차시 수업이 끝나면 2차시 수업 전 ‘소개하기’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2913-2] 인물이나 관심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다.
[2931-3]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2차시] ‘내가 OO하는 OOO 소개하기’ 계획 짜기

1. ‘내가 OO하는 OOO 소개하기’ - 개인 발표과제

수업 내용

rղо00ೞח000ࣗѐೞӝsחۄઁীݏࢤٜࣗ

2.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소개 신문 만들기’ -모둠 과제

ѐೞҊर࢚җઁܳೡࣻ۾بೠ٣٨࢚

3. 개인 과제 발표하기

ীࢲઁदػrࣗѐೞӝର ¦ࣗѐೡ࢚җ࢚ة
ೞӝ¦࠳ۨੋझష߁h݃ੋ٘ݗਸా೧ࣗѐೡղਊೞӝ

차시 1
개인
과제
모둠
과제

▼ 디딤영상

▼ 디딤영상

2

4

3

수업 진행

5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
된 디딤 영상을 확
인해보세요.

¦rрsҳࢿਵ۽ղਊઑೞӝ¦ബҗੋࣗ

6

7

8

9

10

11

12

(개인 과제)

수업 진행(개인 과제 평가)

수업 진행(모둠 과제 )

(모둠 과제 결과물 전시)

13

14

ѐߑߨࢤпೞӝ sীࠗೞחഝزܳઁҕ೧ࢤٜrࣗѐೞ݈חೞӝs҅ദਸૢࣻ۾بೠ

[3차시] ‘소개하는 말하기’ 계획 점검 및 완성
평가

ରदীࢲࢤпоࣁ҅ദਸمݽਗীѱ࠳ܻೝೞ۾بೠمݽਗٜബҗੋߊܳೞ
۰ݶযڌѱ೧ঠೞחషۿೞҊनই٣যܳمݽਗՙܻҕਬೞݴrࣗѐೞ݈חೞӝs҅ദਸ
ࣁ৮ࢿ҅ػദҮࢎীѱઁ೧ೖ٘ߔਸ߉Ҋ пߊܳળ࠺ೠߊܳਤೠਗҊࢿ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ѢԲ۽Үपبೞӝ

115١ࠁઑܐળ࠺ ݈ೞӝোण_рѐੋਵ۽೯ೠ
※ 3차시 수업이 끝나면 4차시 수업 전 ‘글쓰기의 과정’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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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교실로
길러진 적극성,
암기·학습보다
중요해”

Q.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은 일부 학급에서만 진행됐는데, 다른 학급의 평
가는 어떻게 진행됐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동료 교사들과 협의를 하는 것

가 노트나 칠판에 필기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공해도 좋다.

이 좋다. 학기 시작 전인 2월쯤에 같은 학년 국어수업을 맡은 동료 교사들과

수업에서 활용한 2번째 디딤 영상에선 인기 드라마의 장면을 활용하기도

미리 교과과정에 대한 협의를 했고, 활동내용,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

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디딤 영상에 접목하면 학생

게 정했다.

들의 흥미도가 매우 높아진다.
디딤 영상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기

Q. 1차시 수업의 의미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꾸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수업 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이 수업은 1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학생들 사이에 심리적인 벽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선희
서울여중 국어교사

Q. 디딤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디딤 영상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제작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교사

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토론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
우므로 1차시 수업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두는 것이다.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꼭 교과와 연관된 내용만 담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수
업 중 수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다.

Q. 학생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에는 학교용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인 ‘클래스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했다가 이후 ‘네이버 밴드’ 앱

거꾸로 교실
과

5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개인 과제] 말하기 평가와 듣기 평가를 동시에
ߊഝزীೠ݈ೞӝಣо  ৬ܲࢤߊܳٛחకܳبಣоೞחٛӝಣо  ۽
աׇ୨݅ਵ۽पदೠ
݈ೞӝಣоחࢤߊী೧Үࢎо¦҅ദ߂ղਊ¦ઑ࢜¦അഝز١ਸ
ҙಣоೞߑחधਵܞ۽
ٛӝಣоߊחоইצীೠಣоппࢤٜীѱܲࢤߊী೧࢚ഐ
ಣоೞ۾بೠറ ࢤٜпઁೠ࢚ഐಣоܳషߊۈࢎܲ۽ܳ݃աपೞѱ
서울여중 학생들이 지난해 진행된 거꾸로 교실에서 모둠과제인 ‘우리 동네 신문 만들기’를 위해 직접 신문을 제작하는 모습. 이
과정은 6～8차시 사이에 진행된다. 서울여중 제공

[4차시] 모둠 과제의 주제 정하기

ٛҊੜ೧೮חܳಣоೠ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
된 디딤 영상을 확
인해보세요.

ࣗѐೞӝ৬ॳӝܳѾೠഝ߹مݽزషܳా
೧rߑޙೞӝ݅೧بӝ࠙જইחࣗs rܻ֎ز
ݍs١ܻࣗܳ֎زѐೞחઁܳೞ۾بೠҮ

평가기준 예시
҅ദ߂ղਊ ઑ࢜ࢎਗҊܳࢿपೞѱળ࠺ೞҊղਊ࢜ѱઑغয
ઁоੜؽ׳

ࢎח٣٨࢚ীࣗѐػӖॳӝ҅ױীۄٮѐਃܳࢿೡࣻ۾بഝزܳઁҕೠ

അഝܻ݈ࣗزӝ৬ࡅܰӝܳੜઑೞ݈ݴೞחࣁ৬ ރোझۣҊ݈ೡ
ղਊ࢚ਸঐӝೞৈ݈ೣ

[5차시] 신문 제작을 위한 개요 작성하기

ٛӝഝ݈زೞחীѱೞܲ߄ݴࣁ҃۽ೞৈ݈ೞӝઁܳݺഛೞѱੜঈೣ

न݅ޙٜӝܳਤ೧مݽղೡਸ࠙ೞҊ ೡীۄٮनઁޙਸਤೠܐӝ ܐоҕೞ

ߊীೠ࢚ഐಣо࢚ܳࢿ೮ਵݴबղਊਸࢿपೞѱࢿೣ

ӝ١ਸ೯ೠ۽߹مݽక࠶݁1$ܳઁҕ೧ઁীܳࠁחݏѨ࢝ೡࣻ۾بೠ

[6～8차시] 모둠 과제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소개신문 만들기’

[모둠 과제] 무임승차 막으려면 개인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مݽࢿೠѐਃীۄٮীनޙਸઁೠӝࢎޙਸࢿ೧नޙԙܳҳࢿೞҊ 

مݽҗઁ߄ܲחrޖथରsܳߑೞӝਤ೧ಣоӝળਸمݽҗઁѾҗޛীೠಣо  ৬

ਃೠܻܳܐ೧مݽनޙਸ৮ࢿೠਃೠ҃ ݈ਸഝਊ೧ࢤٜஂܳೡࣻ

ѐੋଵৈبಣо  ۽ਗച೧पदೠ

۾ببೠ

مݽҗઁѾҗޛղਊةହࢿ ৮ࢿب١ਸಣоೞݴҮࢎҙಣо৻ীمݽр࢚ഐಣоѾ

مݽҗઁо৮ࢿݶغрಣоܳपदೠࢤझझ۽नӝৈܳبಣо೧ࠁחӝಣо৬
مݽղمݽਗٜীೠ࢚ഐಣоܳ೯ೠӝಣо৬مݽղ࢚ഐಣо Үࢎҙӝ۾ݽ
مഝزଵৈبীೠѐੋಣоী߈ೠ

җ߈بೠ
ѐੋଵৈبࢤпоمݽഝزী݃աӓਵ۽ଵৈ೧ӝৈ೮חܳಣоೞחѪਵ۽Ү
ࢎҙಣо৻ীبࢤٜӝಣо৬مݽղ࢚ഐಣоѾҗܳઙਵ߈۽ೠ

مݽҗઁѾҗޛ_рҮղҕрীद೧ܲәҳٜࠗ۽ఠх࢚ಣਸ߉ਸࣻ
۾بೠदоաمݽݶѾҗޛীೠ୭ઙಣоܳपदೠ

평가기준 예시
[9～13차시] 개인 과제 발표하기

مݽഝزଵৈ҅بദhѨhप೯җীࢲمݽਗഈ۱ഝزীӓਵ۽ଵৈೞҊ

مݽѾҗޛदחغӝрزউীחѐੋҗઁੋrղо00ೞח000ࣗѐೞӝsߊܳ೯ೠ
ѐੋҗઁীೠಣоחҮࢎ৻ীࢤبଵৈೠࢤٜҳߊٜܳਵࢲݶয࠙ࠗڃ

नݐೡਸࣻفݽ೯ೣ
ղਊةହࢿمݽਗ҃ਸ߄ఔਵ۽ܻ۽࢜֎زݽणਸةౠೞҊ൜۽

જҊ աࢂಣоೞ۾بೠ ݅ࢤٜ࢚ഐಣоѾҗߊחীೠಣоࣻী߈ೞ
ঋҊಣоೠࢤٛӝಣо۽ഝਊೠ

ઁ۽োѾೞৈࣗѐೣ
৮ࢿمݽبनޙઁ ప݃ ৬೧ࣗী೧ࣁೞѱܐઑࢎܳपदೞৈઑࢎѾ
җ৬ࢎਸৈ۞नޙীऩҊ ೧ӝࢎഋधਸفݽы୶যمݽनޙਸ৮ࢿೣ

[14차시] 모둠 과제 최종 평가
दܳ݃नޙਸѢىٜৈәղীࢲج۰ࠁܲࢲݶәҳٜযڃх࢚ಣਸթ҂ח
ഛੋೠәղীࢲمݽܲחनޙীೠ࢚ഐಣоܳ೯ೠمݽр࢚ഐಣоѾҗمݽח
җઁѾҗޛಣоࣻदଵҊ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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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바꿨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댓글을 통한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

상호평가를 하기 전에 자기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기평

추후 협력 활동, 발표 학습 등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

점이 있다. 학생들이 댓글을 통해 영상을 보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가 없이 상호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자기주도적 역량은 단순하게 교과 지식을

영상과 관련해 해보고 싶은 활동 등을 남기면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성찰이

조금 더 많이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것도 중요하다.

선행되면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Q. 선생님의 수업을 활용해보려는 다른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

Q. 거꾸로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는?

Q. 교과서 활용은 어떻게?
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성취기준을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교과서에서 꼭 알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익숙하기

다면?
모둠별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 과제를 할 때는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느
낌을 매번 일정 분량 이상 기록하게 했다. 이것은 최종 평가에도 반영

아야 하는 내용은 디딤 영상이나 수업 중 연관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

때문이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학생 스스로 생각해내고, 참여해야 하

됐다.

든지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을

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사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관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교실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Q. 평가 시 유의점은?

적극성, 창의성 등이 핵심이다. 이런 형식의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하지만 이 과정은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점수만 받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자
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변화된 점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수업 혁신 이야기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স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ഄन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시끄러운 교실?
지금은 하브루타 수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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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ইקөu৬эঠӝܳաחࠁׇѪ
ਘഐীࢲחࢤٜীѱજ߈ਸҊחೞ࠳ܖ

ਬҮࢎחtಣࣗীೠҙ҅ܳݛҊ

ఋࣻসपઁࢎ۹ܳࣗѐפೞ࠳ܖఋחਬੋٜ

חࢤٜՙܻਸחѪજ݅ण

҃ੋఎܳ٘ޖҕࠗೡࢎٸਊೞחҕࠗߨਵ۽rਸ

೧ࣻળ࠺तೠࣻળࢤٜՙܻޘ

যޙೞҊചೞҊషۿೞ֤ݴ੬ೞחѪsਸ

חѪബҗuࢲݶtషۿਗഝೞ

פ

ѱܞঋਸ҃Үࢎоషۿೞӝજ
ޙীೠदܳѢաীоө
൦ܳઁद೧ߑחधਵب۽৬חѪ
જuҊઑ೮যtࢤٜೞ࠳

tիਵب۽ੜܻঋও؍ైܻ ֙ӝҴযҮҗࢲী١
ೞࢸחചrইӝࣻైܻsੋҕ ఛর࢜ಽ۽ੜܽѪ
ޖਸೡө ut৴ߔࢿٜীਔకযաחѪਸ৵

ܖఋషۿਸా೧ҳࢤпਤীन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 중인 대구 심인중 학생들. 심인중 제공

ࢤпਸؔࠢৈ؊Ҋױױೠࢤпਸ݅
ٜযյࣻuࢲݶtࢎഥܳইо٘߈ؘחदਃೠӝࠄੋ

बܻܳबযחѪજ

ف۰ਕ೮ਸө u
ҳबੋҴযࣻসदрࢤٜச౸ਸ߄ࠁۄঋҊ

ରदࣻসীࢲࢤٜࢸചrইӝࣻైܻs੍ܳਵࢲݶҾ

ܻীঊҗՐহঠӝܳա׀ਸೞחѪ

Әೠաҳ৬ೣԋঠӝ೧ࠁҊरࠗ࠙ ੜ೧غঋ

ইפrೞ࠳ܖఋࣻসsীӓਵ۽ଵৈೞҊחѪ

࠙ࠗח١ਸޙਵ݅۽ٜযഝزীחࢤٜtর࢜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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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고 답하며 핵심내용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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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수업, 이렇게 구성하세요”
단계
수업 열기

홀로 독해

질문·토론 독해 공동체

나아가기

활동내용
-하브루타 수업의 필요성 제시
-하브루타 질문 생성법 제시
-질문 생성하기 연습

차시

1차시와 2차시에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이 O/X를 묻는 단순한 질문은
아닌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단답형으로 끝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

사전활동

을 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되므로 다양한 답을 생각
해볼 수 있거나 이야깃거리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적합하기 때문이지요.
3차시에는 찬성, 반대로 나뉘어 토론해볼 수 있는 질문을 골라 하브루타

-글(텍스트) 읽기
-각자 질문 생성하기

1차시

-2인이 짝이 되어 각자 뽑아온 질문을 비교하여 짝과 좋은 질문 선정하기
-짝과 토론을 통해 질문의 답 만들기
-팀별 질문과 답을 모아 학급 전체와 공유, 정리하기

2차시

자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공격자는 방어자의 의견에 논리
적으로 반박하고, 방어자는 다시 자신의 의견을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합니

-성취기준에 따른 목표학습
-좋은 질문 중 토론해 볼 질문을 골라 하브루타식 짝토론하기

3차시

다. 서로 역할을 바꿔 한 번 더 토론을 하며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
니다.

식 짝 토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는 각각 공격자(질문이)와 방
어자(지킴이)로 역할을 정합니다. 공격자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방어

수업 혁신 이야기
과

7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하브루타 수업 활동지,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교사가 전해주는 하브루타 수업 활동지 구성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1

차시

‘아기장수 우투리’를 읽고 친구와 대화해 볼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심인중 학생들. 심인중 제공

1차시, 떠오른 질문은 바로 학습지에
1차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를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떠올린 뒤 바로 적을 수 있도록 빈칸 여러 개를 마련해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요.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교사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글을 접한
뒤 질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즐거움도 찾을 수 있습니다.

3

차시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사건을 중심으로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보세요.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본 뒤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더 좋은지, 이 질
문은 어떤 점에서 좋지 않은지 등을 명확히 이해시켜야만 다른 글을 읽을 때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때
문이지요. 교사는 학생들이 일차원적인 질문이나 성의 없는 질문을 만들진 않는지 점검하며 더 나은

3차시, 줄거리의 요약은 줄글로
3차시는 앞의 1, 2차시 때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설화 ‘아기장수 우투리’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

질문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해보는 수업입니다. 활동지의 1번 문항은 학생들이 설화 속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월하게 정리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흐름에 따라 △비범한 출생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위기 △
후일담의 다섯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각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적을 수 있도록 옆쪽에 빈칸을 마련
해주면 되지요. ‘가난한 농가에서 우투리가 날개를 달고 태어남’ ‘임금이 보낸 군사들이 우투리를 잡

2

차시

‘친구와 내가 만든 질문 중 토론해 볼 질문 7개를 골라 표에 쓰고, 친구와 토론하
여 질문의 답을 정해 봅시다. 그리고 좋은 질문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으러 들이닥침’ 등 몇 개의 예시 답안을 제공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전체 수업의 핵심성취기준이 설화의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고 줄거리를 간추리는 것인 만큼 활
동지의 2번 문항은 학생들이 직접 줄거리를 요약해 줄글로 작성해볼 수 있도록 완전한 빈칸으로 남
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차시, 수준별 학습지로 효율성↑
1차시에서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짝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는 시간이 2차시입니
다. 질문 옆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활동지를 구성해야 하지요.
2차시는 토론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칫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에 예시 질문을 최소 세 개 정도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억새풀의 역할은?’ ‘우투리가 평범한 사람과 달리 가진 능력은?’과 같이 글의 핵심 내

활동지 활용 효과는?

용을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하면 됩니다.
수준별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만들어야 할 질문과 답의 개

학생들은 글을 스스로 읽고 활동지에 질문을 적음으로써 국어과에서 요구하는 읽기, 독해, 쓰

수에 차이를 두어 학습지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수준별 그룹의 이름은 새싹, 꽃, 열매로 나눕니다.

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지와 친구의 활동지를 쉽게 비교해보며 정리할 수도

토론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새싹 수준으로 하여 질문 10개, 답 6개를 적을 수 있는 학습지를

있지요. 친구가 만든 질문이 자신의 질문보다 부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왜 부족한지를 스스로

주고,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질문 15개, 답 8개를 적을 수 있는 꽃 학습지를,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질문 20개, 답 10개를 만드는 열매 수준의 학습지를 줍니다.

교사는 수업 중간 중간 학생들의 활동지에 적힌 질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시간 내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활동지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

에는 만들어야 할 질문의 개수가 적으면 시간이 남아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하

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학생들이 제출한

면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지를 받길 원하므로 학생들

활동지의 양과 질을 보고 수업의 성실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토론 참여”
하지만 국어과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것은 글의 내

3차시의 하브루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심화 학습으로 ‘테이

교사가 원하는 수준의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용을 ‘암기’하는 역량이 아니라, 글을 읽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역

블 토론’을 진행해볼 수 있다. 교사가 12명의 학생들과 한 테이블

번에 걸친 피드백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지를 점
검하며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량이다.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질문을 만들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

에 둘러앉아 서로 토론하며 배우는 것이다. 정답은 없으므로, ‘틀

므로 이와 같은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다른 수업
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점이 다소 어려웠다.

또한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친구와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러 명이 함
께하는 토론의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적은 반면 하브루타는 소규

테이블 토론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질문 또
는 다소 어려운 질문 2, 3개를 선정한다. 두 명이서 토론할 때보
다 12명이 토론할 때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Q. 수업의 효과는?

모로 이뤄지다 보니 발언 기회가 훨씬 많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할 수 있다. 교사는 토론의 방향을 지도하
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칭찬하

Q. 수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국어 수업은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분석해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글의 주제, 소재, 줄거리 등을 암기한다.

고 격려해줘야 한다.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유상은 대구 심인중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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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술
과

이달의

दࢎ
֤ࣿ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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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보호무역,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의 행보에
전 세계가 ‘들썩’
미국 보호무역, “무역 적자 극복하려는 것”

ݬदܳԞחӒزউݬदח/"'5"оੑҴਵޖࢲ۽ҙࣁ

ۢా۸೯ೞࠁחഐޖ೨बѾҴ৻Ҵޛಿਸࣻ

ഌఖਸ߉ইҴਵࣻ۽एਛೞ݅ۢా۸

ੑೡࣁٸӘ ҙࣁ݆ܳࠗҗೞѷחѪҙࣁ݆ܳࠗҗೞ

റࠁदࠗఠ/"'5"ܳtҴੌܻܳࡐחੜػޅഈডu

ݶযڃਸਸࣻӝীӝઓҴорޖࢲܳ೯ೞݶ

ۄҊ࠺դೞݬࢲݶदઁಿী֫ҙࣁܳݒӝѷҊ

ࢲө۠೯ࠁܳࠁחѪੌө

ߋ൦߄࢚ടۧѱݶغҙࣁܳࠗҗ߉ঋҊҴਵ۽

࠙ࠗҴоٜܲաۄ৬ޖਸೠҴীࢲٜ݅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ਸࣻೞݬ؍दоࣚ೧ܳࠁѱࣅחغ

ղޛחѤਸܲաۄী౹Ҋ ܲաۄীࢲٜ݅যղޛחѤਸ

Ҵبೱਸ߉ѱݎؼҴࣻ

ࢎٜחѪܳппࣻ ࣻੑۄҊೠӒؘ۠Ҵ୭Ӕ

оҴਵ۽بੌࣻ۽ҴীѱҴदী

ࣻࠁࣻੑ؊݆rޖs࢚కܳݶޅೞҊҴ

ۄٮҙࣁо݆ࠗҗݶغঋೖ೧о࢚ػۢח

࢚ࠗޖীݶܰٮդ೧Ҵޖחর ۞׳ೠചড

റࠁद ҴࣻಿীبҙࣁܳࠗҗೞѷҊ݈ೠ߄

ઑਗ ח୭Ӕ֙୭Ҋ



ҴীࢲࢤೠޛѤਸ݆౹Ҋ ܲաۄীࢲࢤޛػѤ
ਸѱࢎٜৈঠҴорޖীࢲتਸߥযٜੌࣻ ؘחҴ

우리나라 경제, 직간접적 타격 예상돼

ৢୡҴઁా۸ীஂೠبօ٘ۢా۸ࠁഐ

য়۰݆تਸ৻ҴীղࠁղҊ࢚חടࣻੑઓܳب

Ӓۧݶܻաחۄযڃೱਸ߉ѱؼө

ޖ ҴসਸࠁഐೞҊ ৻Ҵҗ҃੬ীࢲਤܳೞ۰ח

ৈޖܳӓࠂೞӝਤ೧ࢲ֫חҙࣁܳࠗҗೞחѪо

ܻաחۄ511ա/"'5"оੑҴইפӝޙٸীࣻী

ݾਵ۽೯ೞޖח଼ ೯ࠁܳࠄѺചೞҊੋ೯

ബҗੋ೧Ѿ଼ࣻੑೠ࢚ಿী֫ҙࣁܳࠗҗೞݶ೧

ੋఋѺহחѪޙоٜ࠙ࢳೞ݅ۢా

ࠁоҴrജకಣন҃ઁ߈زഈ 511 sఎృ511חҴ ੌ

࢚ಿоѺ࠺ऱ࢚۽ಿਸࢎ۰ۈࢎחযোझۨ

۸҃ઁഈਸఎృೞߑחधਵࠁ۽ഐޖਸъചೠ

ࠄ ഐ١ইदইhకಣনѐҴҙࣁ ࣻੑೞ࢚חಿী

ࣻੑਸੌࣻӝޙٸѾҴҙࣁܳ֫ৈҴࣻੑઓܳب

ݶৈоೠ'5"ഈ࢚ਵ۽өযࣻחҙஏبա

೧ࠗҗೞࣁחӘ ܳծਬ܂ѱޖਸೞҊডࣘೠࣁ҅୭

Ҋ ӝਵࣻ۽ੑࠁ݆ࣻޖҳઑ۽ജ೧Ҵ

ৡ

ӏݽਬޖഈ '5" 511ܳఎృ೮חѪѾҴҴ

орޖীࢲߥযٜࣻחਸܻטѷחѪۢా۸

ࣻੑೞ৻חҴޛಿী݆ࣁӘਸࠗҗ೧ޖਸܻטѷ

ࢤпੋѪ

पઁ۽ۢా۸റࠁदࠗఠ511 /"'5" ೠ'5"ܳ
ޘযrੌܻܳࡐחഈ࢚sۄҊ࠺౸೧৳ೠҴ҃ઁোҳਗ

חѪ

ೠ'5"ഈ࢚ܞ҃֙റ֙рܻաࣻۄ

멕시코, 중국 등이 가장 큰 영향 받아

র ۞׳ೠചডઑਗ Ҋ ੌܻ݅بѐо

ݛ࠘ਬޖഈ /"'5" بഈ࢚ীաࢸకࣁ୭Ӕ

ۢా۸ஂҗزदী۠ࠁഐޖ೯ࠁܳࠁࣁ҅

যٚҊ୶೮

Ҵߔঈҙীࢲાझఝبܡநա୨ܻ৬࢚ഥਸо

пҴୢпਸҌࣁفҊ҅ࣁ୭ઁ҃ҴੋҴী

ౠҴ߂ݬदҴࣻযٜ҃ ܻաחۄ

ۢחtநա৬ޖҙ҅חডрࣻغযঠೡѪuࢲݶۄ

ઓ೧҃ઁ଼ਸಟ؍ҴоٜঋҴ҃ઁ଼߸

ఋѺਸੑਸࣻҴҗݬदоҴীࣻೞח৮ઁಿ

/"'5"ഈ࢚ܳ٘۞չ

ചীۄٮҴ҃ઁ࢚ടѱաࡅࣻبӝޙٸীفݽо

ਸࢤೞחҗীࢶܻաࠗۄಿ ࣗ١ਸࢎਊೞӝޙٸ

ۢా۸511ఎృীযҴhநաhݬदѐҴ

ۢэ೯ࠁীҴղ৻ীࢶtۢࠁഐޖ۽

ۢా۸కبীݾೞחѪࣁ҅пҴ҃ઁਵ۽ӟ

ীܻաۄорੋఋѺਸ߉ਸࣻبחѪ୭Ӕ-(҃ઁো

ੋ೧ࣁ҅ޖࢲחѱਃزசѪuࢳ࠙חۄաৡۢ

ೞѱഃযೠҴо҃ઁ଼߸ചоܲҴо ۽աইо

ҳਗߊрೠr֢ۢझदޖైࢲsࠁחۄҊࢲী

ా۸ޖ଼ী೧۠߈աয়חਬੌޖח

ࢲઁ҃҅ࣁחоਃزசࣻبࢎחपਸߣࢎకܳా

חtҴҗݬदܳഥ೧Ҵਵࣻ۽ਸ݆ೞחܻաۄ

өۢా۸৵ࠁഐޖਸೞחӒ೯ࠁоܻ

೧ৈपഛੋೡࣻחѪ

दhрੋೖ೧о۰ػuࢳ࠙ח҂

աۄীѱؼೱੌޖী೧ಝࠁ

ޙоٜۢࠁഐޖਵ۽оఋѺਸ߉ਸա۽ۄ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ࢤп೧ࠅઁޙ
1. 현재 트럼프가 내세우는 주요 경제 정책을 조사해보자.

2. 대외 무역 정책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으로 나뉜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정의와 장단점을 정리해보자.

2. 트럼프가 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지도법

사회② XII.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XIII.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학생들이 세계경제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너

참고자료

무 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사는 가장 먼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와 그 영향을 파악하
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비유를 들어 학생 수준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후 학생들이 자유주의와 보호무역의 장단점을 교과서와 인터넷 검색, 관련 도서 등을 참조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6회,
2017년 1월 21일 자, 2017 트럼프 시대 열리다

니다.

EBS 세계의 눈, 2016년 11월 10일 자,
2016 미국의 선택-트럼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안세영 저

해 조사해보도록 유도한 뒤 한 번 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런 세계경제 흐름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순준 대전삼천중 사회 선생님

인터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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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몰입 교육’ 중요성 강조하는 황농문 서울대 교수

생각, 생각, 생각하다보면
창의력은 저절로 ‘쑥’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교육 ୡࢳ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दр߈ਸରೡب

ࣻחജ҃ਸ݃۲೧যঠೠuࢲݶtࢤށੑীղ֬

tࣻܳઁޙಽٸীחਸӝо൨ٜ؊بۄನӝೞঋ

rsইפ؊بۄӒѪਸrपಁsױ۽݈Ҋହই

ҊӒઁޙ೧Ѿߑߨী೧ՐহҊೞݶࠁઃоޙח

٣যߊ۽ਸਤೠрࢤ۽҅ױпೠݶࢤٜযࣽו

rହ۱ೱ࢚ҮਭsীೠҙबӒযڰࠁٸוѩחڱߣ

ઁоಽܻਃࢤпਸ҅ࣘೞઁޙݶ৬ҙ۲ࣁֱػನ৬दշझഝ

рߣחڱই٣যܳղ֬ਸѪuۄҊઑ೮

ই٣যܳղҊ թٜࢤпೞޅೠѪਸࢤп೧յࣻח

ࢿചبоૐо೧ܳઁޙಽࣻחӝۄৢоӝޙٸੑפ

מ۱ਸы୶যঠҗhӝࣿࢎഥܳࢶبೞח೨बੋ۽Ѣٟզࣻ

ౠઁޙী೧Րহࢤп೧ࠁחѪ݅ਵܳઁޙب۽೧Ѿ

ח౸ױীࢲ

ೡࣻח൨ࢤӝחѪਃu ടҮࣻ

문제 난도 점진적으로 올리며 ‘몰입 교육’

חઁޙrହ۱sਸযڌѱӝܳࣻוջחѪࣽױনೠ࠙

ށੑҮਭହ۱ೱ࢚ীחযبڃؼө ࢤٜয়܃

חઁޙࢤٜ۱ࢤٜীѱয়ࢤېпೡࣻחदрਸ

ঠ଼ਸ੍۾بೞݶହ۱োझۨӡ۞ө അҮ

न݅ࢤпীࡅઉझझ۽ޙೞҊ೧ࠁחҗਸѢݶହ

ݶҍ߄۽۱۞ઉҳٜҗਸೞӝੌ०যڌ

അীࢲনೞѱदחغبҮҗрਲ਼ࣻস݅ਵ۽ࢤٜହ

ੋই٣যо݃ҳ॔ইҊ

ѱب೧ঠೡө

tࢎਵ۽ਤೠসਸթӟҗٜҕాࢤטпী

ടҮࣻחtী࠙חীࢲ࠙݅ࢤпೞݶ೧Ѿೡࣻחए

ହ۱ਸӝܳࣻ۽࢜חҮਭߑधਸҊೞחҮҮࢎ

ށੑ೧חѪੑפఢt݅ਬੋ۱ਸযڌѱߊѼ೮וջu

ށ۽ઁޙੑҮਭਸदೞۄuҊઁউೠܳઁޙ೧Ѿೞחrࢿ

ݶۄrށੑ ≦ܹ Үਭsীݾ೧ࠁށੑҮਭࢤٜ۽ೞৈӘ

חޙীtӒࢤп݅೮ਵפөuۄҊ೮Ҋ ইੋगఋੋtաח

ҕ҃sਸ߈ࠂदఃࢤغпೞחदрਸਵܾࣻט۽۾ب

ೠоࢤпীӨࡅ۾ب೧ࢤझझ۽࢜۽ই٣যܳب

׳ݻҊ֙ݻҊࢤпೞҊࢤژпೠӒ۞ߣݶࠁౣ

դܳبઑೞחۄѪടҮࣻחtࣻসਸ೯ೞחҮࢎחࢤٜ

೧յࣻ۾بೞחҮਭߨ

ܻҊߣ૩оغযࢲঠ࠺חݏࣗ۽ਸযմuҊ݈೮ਃ

ࢤпೞঋਵݶউ࢚חغടਸٜ݅যrبsਸ߈ࠂ೧ࢲ

ହੋই٣যܳՍযղחѪrށੑࢎҊ ᗱ㗗 sী

҃ೞ۾ب೧ঠೠuҊ݈೮ՐহޙೞҊೞѱೞѢ

ਃu ടҮࣻ

ա҃ীחࢲۄٮয۰ઁܳઁޙदೞҊӒѪਸ೧Ѿೡٸө

۱ਸ֫ੌࣻਸө

rށੑࢎҊ৬ହࢿҮਭsޙ֤חۄਸ୭ӔߊೠrށੑҮ
ਭޙоsട֪ࢲޙܐҕࠗҮࣻীѱށੑҮਭ৬

بೞ۾بೞߨߑחਵ۽ࢤٜrبsਸਬبೞחۄѪ

ബҗী೧ޛടҮࣻח୭ӔࢲҮࣻݺҗೣԋrହ
ࢿҮਭਸਤೠҮࣻݽsਸѾࢿೞҊށੑҮਭঌܻӝীখࢲҊ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줘야

ٜܳযইпഋݶҳೞߨߑחਸߓঋ࢚కীࢲ
r֫৬߃߸ппDNੋппഋݶਸҳೞۄsܳઁޙח

ށੑҮਭਸೡٸоਃೠѪࢤٜࢤпਸӨѱ য়ېೡ

ઁदೞݶࢤٜী݄݄ח೧ೠӒ۞ա࠙ࢤبпೞ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유레카!’

ࣻ۾بӒৈѤਸ݃۲೧חѪടҮࣻחtହੋই٣য

ݶݶೠ߸DNੋࢎпഋࢤחػ߈ݶпਸ

ࢤחпೞחदрী࠺۹೧աৡuҊ݈೮࠙ਸࢤп೧ࢲ

झझܻৢځ۽ѱށػੑࢎҊܳా೧пഋևܳҳೞח

ട֪ޙҮࣻࣻস೯ࢲחغъपടҮࣻחౠѐ֛

ই٣যࠁदрࢤп೧ࢲই٣যହࢿ؊֫

ҕधਸߊѼ೧ղחѪঐӝܳా೧धইۄפझझࢤ۽п

աۿী೧ࢸݺೞӝীখࢲࢤٜীѱrࢤп೧ࠅઁޙsܳ؍

Ҋ दрࢤп೧ࢲই٣যࠁחೞܖઙੌࢤп೧ࢲ

ೞҊ҃೧धܻݠীпੋظয়ېթחѪۿޛҊ

ઉҊtࢤп೧ࠁۄuҊޙೠࢤٜӨҊਸѢٟೠٍ

ই٣যହࢿڪযաחѪ

҃धਸ߄ఔਵ۽࢜۽ই٣যܳࢤ೧յࣻب
tٜࣻߊѼೠ݆ࣻҕधਸঐӝ೧۾بֱغ೧ࢲח

नࢤпਸ݈ೞݶടҮࣻחtӒۧѱࢤпೠਬоੋޖоu

ਬӝઁоبੑٍػҮഅীࢲনೠഋకࣻস

ۄҊחޚࢤٜदࢤпীࡅઉझझ۽ޙ೧ࠁҊ೧ࠄ

೯ࢲݶغࢤٜࢤпೡࣻחৈѤ݃۲عೞ݅ই

ହ۱ਸఃࣻহणפࢤٜҕधਸझझࢤ۽п೧ࢲই

ࠗ֙ఠടҮࣻоࢲীࢲԲળ೯೧ৡށੑҮਭ

өࢤпೡࣻ࠙חೠदрযঋחѪبഅप

ղ҃חਸೞ۾ببೞࢲݶࢤٜହࢎҊ۱ਸߊ׳द

ߑधrށੑࣻসsীࢶࢤٜࢤпೞחदр݅ࣻস

ടҮࣻחtҮࢎחࢤٜನӝೞঋҊ࠙য়ࢤېпೡ

ெࠁࣁਃu ടҮࣻ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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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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세관 업무 체험’

“X-RAY로 밀수품을 찾아라”
חҙࣁೞҕޖਗҮਭള۲ӝҙࣁҙস

ਸ݃റীחҙࣁ೯ীೠr09௰

҃ޖೂࠗೞҊޙधਸࠁਬೠҮ

ૉsܳಽযࠁחदрਸా೧ೞزܖউ҃ೞҊ

ٜࣻ ೞҊ חҙࣁҴ҃ҙܻোࣻਗ

ߓղਊਸ҅ਵܻ۽ೡࣻ

ҙࣁ೯ী೧ঌӝऔѱঌ۰ח۽
۽Ӓ۔ਸઁҕೠ

ҙࣁҴ҃ҙܻোࣻਗդ೧ਘҮਭࠗо
ҙೞחrҮਭӝࠗ۽ੋૐӝҙsীࢶ

୨दрীѦ೯חغ۽ѱъ

عীৢۄٮ೧بҮࢤٜਸ࢚ਵ

৬ਵ۽աࢤٜҮਭਊҙࠂਸ

۽۽۽Ӓ۔ਸઁҕೡ҅ദ۽Ӓ۔

ਊೠ۽࢚ࠁܳܐҊ ъٜܳਵࣁݴ

ೠԁߣী_ݺଵৈೡࣻਵݴ

ҙসޖীೠӝୡੋҮਭਸ߉ੋחӝো

࠺חঘޙܐޖ

ੋ١ೞח࢚חܐਢొഋక۽൜
܂ѱઁػѪౠъژೠࢤٜঌ
ӝऔࢤ۾بഝࣘࢎ۹ܳ߄ఔਵ۽ҳࢿع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관복을 입고 여행자 통관 절차 중 하나인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공

ഝزোҙস

Үਭਸ݃റীחਵز۽ೠ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과정

rࣻੑాҙsҗrৈ೯ాҙ

에서 통관 업무 대행을 맡아 한다. 주로

sਵ۽աযҔীࢲחҴ҃ਸాҗ

수출입 물품을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

ೞࣻחੑޛಿ ৈ೯ോಿ١ਸѨࢎೞ

류하고 과세과격을 확인해 이에 대한

Ҋҙࣁܳࣻೞࣻݴಿਸରױೞחपઁࣁ

세율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통관 절차
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대리해 해

೧৻ޛ۽ѤਸоઉաоѢա߈۽೧৻ীࢲ

ࣁҙҕޖਗ۞ظೠాҙରܳ҃೧

ҙҕޖਗসܳޖӒ۽೧ࠅࣻ

ޛѤਸٜৈয়҃חࣁفݽҙాҙରܳ

ࠅࣻח۽թୌউীਤೠ

93":ܳా೧ࣻಿਸחҗীଵৈ

Ѣঠೠ۞ೠରহױޖਵ۽ٜৈয়

ҙࣁҴ҃ҙܻোࣻਗҙࣁҗࣗࣘӝҙҕ

೧ࠁҊ Әࣘఐӝܳਊೠৈ೯न߸Ѩ

Ѣաղࠁմޛಿrࠛߨࣻಿs

ޖਗ߂рੋ ৻ҴࣁҙਗҮਭਸೞ

࢝ب೧ࠅࣻ

결하며 관세법 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
기도 한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관 직업체험교실’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라”
ח۽ҕ೦ ೦݅١חੑҴӡݾীਤ

റ ۽Ӓ۔ ੋୌҴઁҕ೦ ৈёࢎ

ೞҊਵݴഅҴীҔӒ

ز۽೧ࢲযੋୌҴઁҕ೦ղীਤ

Ҵ݀ੋୌҕ೦ѨࣗחҴղীࢲоҴઁ

ೠߑઙपਸݴࠁ۞لടৌ ۨۄ١Ҵઁ

ҕ೦ੋੋୌҴઁҕ೦ѨਸೞחҔҴ

ҕੋߑઙରী೧ঌইࠁҊ Ӓ৻ীѨ

݀ੋୌҕ೦Ѩࣗࠗ֙חఠ࢚ࣗ֙

ࢎप١दࢸਸѼೡࣻۢѨࣗо

ਵ۽ѨҙসҮपਸೠ

যڃҔੋܳߓҊ Ѩসޖоੋޖܳ

Ҵ݀ੋୌҕ೦ѨࣗѨҙসҮप

೧ೞҊ೧ࠁחҗীࢲࢤٜಣࣗ

ীࢲੋחୌҴઁҕ೦ীࢲܞחѨҗ

Ѥъҙܻо݃աਃೠبӵ׳ਸࣻ

ਸр೧ࠅࣻѨӝୡੋ҅ױ

Ҵ݀ੋୌҕ೦Ѩࣗ সҮप ਘ

Ѥъ࢚కܳࢲޙࢿ೧ࠁחೠಞࢤٜ

җਘীػೠഥীݺଵৈೡࣻ

झझ۽ѨҙݽظѨীࢲѨҗ

ਵݴଵо࠺חহޙ

ਸ೧ࠁחѪҕ೦Ѩীࢎਊחغৌх
ࢎۄݫਊߨਸߓਕࢎۈٜߊৌ࢚
కܳ೧ࠅࣻژх߽बૐ࢚ਸ

생물테러가 발생할 때 검역관들이 입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 본 학생들의 모습.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공

ഝزোҙস

ࠁחੑҴ࢚ܳਵ۽पदೞחrѨஂs

검역관: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ߑߨী೧ࢲߓبࣻ

들과 항공기 등을 검역하는 일을 한다.

Ѩҙх߽ߑস৻ޖীҕ೦١ীࢲ

공항, 항만 등에서 근무하며, 입국하는

ࢤޛప۞оߊࢤೡ҃ ೖ೧ഛਸ݄ӝਤೠ

모든 승객에게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সبޖೣԋחݐࢤٜࢤޛప۞ߊࢤद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

Ѩҙഅࠂزੋѐੋࠁഐ࠺ܳ

한 검사 및 격리 등을 통해 감염병의 국

ࣁ҅ചೱਵ۽೧৻ܳয়оۈࢎחٜט

ࢿبҗѢী࠺೧֫ইחѪ۞ೠх߽

ҊҴорҮبѱഛחઁޙعҴ

Ҵղਬੑਸ݄ӝਤ೧ੌೞۈࢎחٜ

ઁҮܨоטযթীۄٮ೧৻ীࢲਬ೯ೞݫח

߄۽rѨҙs

ਊ೧ࠁҊࢤޛప۞ױఃࢎਊߨߓب

내 유입 및 국외전파를 막는다.

ܰझ  ੋޛزূܖੋхૐ "* ߄

Ѩҙٜਸ݅զࣻחҔࠁѤࠂࠗ

۞झхૐ١х߽Ҵղ۽ٜযৢоמ

߽ҙܻࠄࠗ ࣗࣘ Ҵ݀Ѩࣗ Ҵ݀Ѩࣗ

ਕࠅࣻ

우리선생님
과

झथ
함께 성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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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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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꺼내기 어려워하던 학생들,
몸으로는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김신실 경기 일신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নೠރചоয়Ҋщणפ

חդਘө҃ӝҋীࢲ࢚Үࢎ۽Ӕޖ೮णפҋীࢲېژחҳٜ

Ҷۧۧೞ݈חয়Ҋоঋਵפबܻ೦؏೮णפ
बܻ೦؏೮ण
೮ פ

ۢਤ۽оزਵܞ۽ইٜࠛಞೣহ࢚ਤ߉ܳ۽ইٜणפ
ࠛಞ
ಞೣ হ ࢚ ਤ߉ ܳ۽ইٜ
णפ
җҙ҅ܳഋࢿೞؘחয۰ਸѻѢաࢲਵ۽উਃೠࢤٜਸਤ೧֙җ
֙ ֙োࣘਵޖ۽ਊ߂زਸഝਊೠ࢚ܳܐ೯೮णࠗ৻פӝҙా

۽݈ח۽ٸഅೞחѪࠁރਵ۽അೞחѱ഻ঁ؊ಞೡࣻחѪਸוԕ
ѱ ഻ঁ ؊ ಞೡ ࣻ  חѪਸ וԕ
ਃ

ࣿࢎܐ৬ഈস೧೯࢚ػ݆חܐࢤٜীѱ֥ۄ߸ചܳоઉਃ

몸으로 친해져요
위로에 굳이 말이 필요한가요?

۽Ӓܲژ۔ౠࢲ۽ীೠடଲҗਤ۽
җ ਤ۽
 ۽ҙबоٙೞחѪੑפ
ҙब оٙೞ חѪੑפ
פ

݈ਸݒѐ۽೯࢚חغઙઙೠ҅ীࠗ٭൩פनঠӝܳթীѱԁղࠄ҃

যڃࢤਸ୶ܲݶࢤٜӒࢤਸ߄ࠊۄҊ
ਸ ߄ ࠊۄҊ டଲ೧ਃ۽ٸ
டଲ
ଲ೧ਃ ۽ٸ

݆ঋইٜनয࢚ڃకੋ যܳઁޙڃѻҊחѪੋ݈۽ੜࢸݺೞ

חӒਸӒۄٮ۽೧ࠁӝبפ

ޅࢎࢸפউҊ೧݈بਸԁղӝࠗझ۞ਕೞਃ

җীࢲࢤٜनхਸѱغҊೠಞਵߓۿ۰ೞߨח
ਵߓ ۿ۰ೞ ߨ חഈزೞߨח
ഈزೞߨ ח

ҋীࢲ۠חҳٜਸਤ೧ޖਊhز࢚ܳܐ೯೮णפীࣽױחೞ

١ਸߓਕцפೣԋೞחҳٜҗب೧ѱغભಣࣗ
ѱ غભ ಣࣗ

ѱҕਸ؍Ѣաࣿېӝܳೞח١ރਸחrزsࣻળীࢲदೞоରރਸ

Үࢤഝਸೞېژܲࢲݶҳٜҗઁ۽ҙ҅ܳ
ҙ҅ܳ

ॳחѪীࣼ೧ ݶन࢚݃కաӝ࠙ਸਵ۽അ೧ࠁ҅ױחөաইщਃ

ݛযࠄহ؍ࢤٜۈࢎܲҗযڌѱrҙ
ҙ

ౠزਸߓѢաחѪইפण݃פनޖਊࣻоػ٠ރоח

҅sܳݛযঠೞחܳߓਕоחѩפ

ۣ٘ࠗ۽ѱࢲݶन݃ਸഅ೧ࠁחѪભ

۠ޖਊhزחܐ୭Ӕాࣿחۄܐ

ೠߣनо൨ٜਸރܳٸਵ۽അ೧ࠁ۾ب೮णפযڃҳٜоढਸ
ח٠ೠزਸࠁৈ઼Ҋ যڃҳٜଂӒ۰ঊইޛ׀ਸൗܻח٠ೠزਸஂೞӝ

ܴਵܻ݆ࠛب۽Ҋणפԙযܳాೞ
ೞ
ঋই بनੋҗഝزਸా೧बܻੋ࢚
ੋ ࢚

ب೮ਃӒীܲחҳٜރਵ۽Ӓҳٜਸਤ۽೧ࠁ۾ب೮णפ١ਸష

ܳয݅ܖࣻחਸपхೠחখਵߑ۠ب۽
ߑ ۠ ب

ׯৈח٠ೠزਸஂೞחҳࠗఠ౹ਸൔٜ࢚ܳࢲݶૌѩѱ೧۰חҳٜө

ध࢚ࣘ҅ܳܐदب೧ࠅࢤпੑפ

우리학교 োҳݽhزইܻ를 ࣗ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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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용수중 교사동아리 ‘수업의 달인’

“동료 교사의 실제 수업 영상 보며 자극 받아요”
영상으로 확인하는 동료 교사의 수업

ࣻࢳҮࢎחࢎਤܳഝਊೠইझ࠳ۨఊҳੋߑߨਸ

ࣻসੋ׳ೠ׳ীߣ ل૩৬֔૩ݾਃੌݽ۽զ

ܐزҮࢎٜীѱࣗѐ೮

ܳ೧ߑҗറীदрঀࣻসীೠѼਸҕਬ೮

о۽ ࣁ۽ਵ۽ҳࢿػ౸ীইܴجэࢤٜ

ӝীחпࣻসਸҕਬೞݴই٣যܳݽওҊӝীח

જইೡ݅ೠઁযܳ߈֍بҊ աݠ߈ীחդद

ࣻস҃۱ೂࠗೠҮࢎоܲҮࢎٜীѱनࣻস

рীߓਛ؍ղਊী೧ഛੋೞޙח೦ਸ֍חѪࣻݒসदр

֢ೞী೧ࢸݺೞҊоܰחъदрয

दೡ݃ٸࢤٜࢎਤܳ؍ઉաয়ंח݅ఀزೞݶ

ࣻসҕਬחपઁࣻস֣ചػ࢚ਸഝਊ೮ਊࣻݽ

ࢲ൦ղਊী೧߸ਸೞߑחधਮࣻࢳҮࢎחtী

ٚҮࢎоӝীҮ Үх ࣻࢳҮࢎ࢚ܳਵࣻ۽সҕѐ

ߓղਊਸഛੋೣҗزदীࣻসীೠ൜ܳ֫ৈӝޙٸী

ܳपदೞҊ ೧ҕѐࣻসفݽ࢚ਵ֣۽ചೠ

ࠁബҗਵࣻ۽সਸ೯ೡࣻߨߑחuۄҊࣗѐ೮

ࣻসੋ׳ӝ֣ٸച࢚ਸഝਊ೧ࣻসীೠ

ۢࢲࣻ۽স֢ೞܳҊ߉ਵݴҮࢎٜযڌѱۄ׳

ѼਸҮജ೮ܐزҮࢎٜࣻস࢚ਸ׀ਵ ࢲݶࠁ۽

ਸө ਮࣻࢳҮࢎחtࣻসਸҕਬೞשࢤࢶݶࠁٜझझ۽

ࠗ࠘ҳীਤೠਊࣻীחrషషݽۿషషݽs rߓ

షషࣻۿসਸ೯ೞߨߑחաࣻসࠁઑ݅ܳܐٜҊഝ

rաೠప۠ҳաsחۄѪਸוՙѱظनх݆ࢤ

लਸ౨ߓलs١ৈ۞Үࢎݽഝߊࠗ

ਊೞߨߑח١ਸ൦Ѫ

ӟuࢲݶtनхਸߊ౸ইनࣻসਸҕਬೞҊߊೞח

자신의 수업 운영 노하우를 동료 교사에게 설명하는 모습. 부산 용수중제공

Үਭޙणҕزਗࢎসੌജਵױ۽ਤҮղ
Үࢎزইܻ߂োҳݽਸӓ۰ೞݴਸਗೠ
դਘөਊࣻীӔޖ೮؍ਮࢶ݅؋ࣻࢳҮࢎبҮ

ਮࣻࢳҮࢎחtҮ Үх ࣻࢳҮࢎࣻחসҕѐܳా೧ৈ
۞Үࢎٜࣻসਸҙೡࣻ݅ ܲҮࢎٜܐزҮࢎ

ؘೣࢎۄѱغҊ Ӓۢदજࣻস֢ೞоഝߊೞ
ѱҕਬחغ١ࢶࣽജܖযuҊ݈೮

ٜࣻসਸࠅӝഥо݆ঋuࢲݶtп࠙ղ৻۽ਃডػ

ਭਵࠗ۽ఠੌਸਗ߉ইrࣻসੋ׳sਸ೮୨

नࣻস࢚ਸળ࠺೧৬ࢲ۽ҕਬ೮ ؘחҮҗࡺই

ݺҮࢎоଵৈೞزחইܻܴחӒ۽rࣻসੋ׳s

ܲۄפҮҗҮࢎٜࣻসझఆөߓࣻয݅بо

ҮҮࢎোҳݽزইܻܳrਬӝઁsী

غӝਤ೧Үࢎٜࢲࣻ۽স֢ೞܳҕਬೞݽחनӏ

֫ওuҊ݈೮

یೞҊ ࢤ֢بೞܳҕਬ೧ࣁਃ

ߊ۸Үࢎ߂ӝрઁҮࢎ৬҃۱Үࢎٜ࠺तೠ࠺ਯ۽ଵৈೠ
Ѫౠ
زইܻٜܳ݅ҊՑযৡਮࣻࢳҮࢎীѱزইܻߑ
धҗബҗী೧ٜযࠌ

ਬӝઁಞF ੌݫFEVEPOHB!

‘수업공부’ 통해 함께 발전하는 교사들

EPOHBDPN ۽োۅ৬ ࢎোਸ ࠁղ

ӝী҃ח۱য়ػېҮࢎٜܲҮࢎٜীѱनࣻস

दݶӝоചܳ٘݀פ

֢ೞী೧ࠁҳਵ۽оܰחदрਸыח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