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참여형 과학수업의 실천

수업사례 가르치며 배우는 태양계 : ★ ★









배움장터 진행 방법[ ]

교실 벽면의 몇 몇 구역을 지정하여 모둠별로 준비한 포스터를 이동식 칠판에 부착한다.♡ 

모둠별 개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본 모둠의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2♡ 

하고 나머지 한 팀은 순회하며 다른 조의 설명을 듣는다, .

설명시간은 분으로 하고 분 후에는 시계방향으로 한 단계씩 이동하여 다른 주제의 설명7 7♡ 

을 듣는다.

설명을 듣는 동안 학습지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간단히 메모한다.♡ 

설명을 모두 듣고 본인 모둠으로 돌아오면 설명팀과 역할교대를 한다, .♡ 









한글 및 영문 ☞ 

안녕 송산중학교 친구들!
Hi, Songsan Middle school students.

나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한 이라고 합니다Teacher Juliette .○○
I’m a teacher Juliet who studied at Cornell Universuty in the United States.

송산중학교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열심히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I'm hearing that Songsan Middle school students are good at studying science.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So I'd like to ask you a few favors.

요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요.
These days, the students I teach are very interested in astronomy. 
And they have a few questions about astronomy.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s and Shape of the Moon and the sun and the solar system.

달의 특징과 모양 변화 그리고 태양과 태양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Can you explain those questions? 
Question No. 1 What is The Characteristics and Shape of the Moon.
Question No. 2 How do you explain the Sun and the solar system?

친구들이 과학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올려SNS 
주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t would be nice if you made video contents and posted it on SNS such 
as YouTube.

관련해서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I'll wait for your excellent research and wonderful explanation.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
Have a nice day!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