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2021. 7. 14. ~ 8. 18. (6회차 )
강 좌 명
[대
상]

영어로 만나는 그림책
[초등 4-6]

강 사 명

이명진 선생님
(Millie)

강의요일

매주 수요일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

강의소개
강의개요

영어 그림책을 읽고 그림을 보며 독후활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

강의목표

1) 영어 그림책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다
2) 독후활동으로 다양한 영어 표현을 익히고 말할 수 있다

준 비 물

필기도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풀, 가위, 색연필 등

강의구성
교 재 명
수강적정인원

쌍방향 온라인 화상 수업
강의, 책읽기와 질문/대답, 독후활동
각 차시별 영어그림책(참고)
*키트 사전 배부예정
□ 적정인원 : 6 명

플 랫 폼

줌(zoom)

재 료 비

6,000원

□ 최대가능인원 : 8

명

강의내용
회차

1

2

3

4

날짜

내용요약

교수자료 및 방법

7/14

동물원의 다른 동물들을 부러워하는 카멜레온의 변신과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활동 : 카멜레온 craft 만들기,
나의 장점을 찾아 기록하기

The Mixed-Up Chameleon
(뒤죽박죽 카멜레온)
by Eric Carle

7/21

새로 전학 온 루비, 안젤라의 겉모습 뿐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따라하는데...
친구와 나의 비슷한 점,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활동 : 루비 craft를 만들고, Ruby가 copycat
(따라쟁이)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써본다.

7/28

8/ 4

엘리자베스 공주는 다른 공주들과 뭐가 다른지,
왕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 : 종이 봉지 공주(Paper bag princess)를
만들고 내용을 요약해보자
우리는 각자 보이지 않는 바구니(Bucket)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바구니까지도 가득 차게 된다.
어떤 행동이 바구니를 채워줄 수 있는지(bucket filling)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활동 : Bucket filler craft 만들기

Ruby the Copycat
(흉내쟁이 루비)
by Peggy Rathmann

The Paper Bag Princess
(종이 봉지 공주)
by Robert Munsch

Have You Filled a Bucket
Today?
(오늘의 버킷을 채웠어요?)
by Carol McCloud

5

6

8/11

화가 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
When Sophie Gets Angry –
하고 있을까? 이야기 속의 소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Really, Really Angry
함께 살펴보자
(소피가 화나면, 정말정말 화나면)
활동 :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by Molly Bang
플립북Flip Book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본다.

8/18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나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살펴본다
활동 : 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담은, 나만의
‘The Important Book’을 만들어 본다.

The Important Book
(중요한 사실)
by Margaret Wise Brown

강의계획서
2021. 07. 26. ~ 2021. 08. 24. (10회차)
강 좌 명
[대
상]

컴퓨터 과학 언플러그드 코딩
[초등4-6학년]

강 사 명

정병수 선생님

강의요일

매주 월, 화요일

강의시간

10:30 – 12:00

강의소개
강의개요
강의목표
준 비 물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퍼즐과 신체 활동을 통해 흥미를 잃지 않고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이론과 알고리즘 사고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컴퓨터 처리 과정과 내부동작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PC, 노트북, 수업 배포 인쇄물

강의구성

쌍방형 화상회의 방식

플 랫 폼

줌(ZOOM)

교 재 명

-

재 료 비

-

수강적정인원

□ 적정인원 : 5-6 명

□ 최대가능인원 : 8 명

강의내용
회차

주제

수업내용
<일상 속 코딩 토론, 디지털 착시 퍼즐>

1

코딩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 우리의 일상 속 코딩

-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코딩
- 디지털 착시 퍼즐을 통해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아날로그 정보 : 데이터는 많지만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정보
디지털 정보 :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어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
<자리바꾸기 퍼즐, 라면 끓이는 순서 말하기>

2

3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 알고리즘, 순차, 반복, 조건

컴퓨터가 없어도
코딩을 할 수 있다고?
:: 순차, 반복

라면 끓이는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활동을 통해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만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리바꾸기 퍼즐’을 통해 알고리즘을 간접 경험

<모눈종이 코딩, 라이트봇 기호 코딩, 노래가사 묶기>
-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 명령을 내리고
이미지를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순차와 반복’을 학습
- 내리는 명령은 코드가 아닌 ‘기호’로 표현
<비밀메시지 보내기, 2진수 카드놀이>

4

컴퓨터는 1하고 0밖에 모른다고?
:: 컴퓨터 과학, 2진수

- 0과 1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해해보자
- 게임을 이용하여 ‘2진수의 원리’를 재미있게 학습한다
- 10진수 숫자를 2진수 자리로 쪼개고 반대로
2진수를 더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패턴 과정 학습

5

컴퓨터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 컴퓨터 과학, 조건

<팩스와 비슷한 숫자로 그림그리기, 2진수로 그림그리기>
- 제시된 그림을 숫자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과 변환하는 활동
-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시된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반복되는 문자 줄이고 복원하는 게임>
6

7

컴퓨터는 문자를 압축한다고?
:: 컴퓨터 과학, 반복

컴퓨터는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데이터를 전송할까?
:: 컴퓨터 과학

-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에는 한계가 있음을 학습
-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하기 위해
반복되는 글자를 줄이고 다시 복원하는 활동을 통해
저장 공간을 늘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방법을 체험

<뒤집어진 카드 찾기 (데이터의 오류 검사)>
- 뒤집어진 카드 찾기를 통해
컴퓨터의 데이터 전송 실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 실생활에 사용되는 오류 검사 방법을 찾아본다
<스무고개 놀이>

8

컴퓨터는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까?
:: 컴퓨터 과학

-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맞히는 놀이를 통해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의 양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지 이해하는 활동
- 앞서 배운 2진수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스무고개 질문하는 방법 알아보기
<적군의 대장 탱크 찾아서 격파하기>

9

네이버에서
검색은 어떻게 하는걸까?
:: 검색 알고리즘

- 여러 대의 탱크 중 ‘대장 탱크’를 빠른 시간안에 찾아내는
게임을 통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의 검색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활동
-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체험
<하노이탑 퍼즐>

10

컴퓨터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
:: 재귀 알고리즘

- 간단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재귀 알고리즘’을
하노이탑 퍼즐을 통해 체험하고 이해한다
-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재귀적으로 풀어보기

강의계획서
2021. 7. 24 ~ 8. 28 ( 6회차 )
강 좌 명

초등 필사, 열하일기를 만나다
[초등 5~6학년]

강 사 명

장지원 선생님

강 의 일시

매주 토요일

강의시간

17:00 ~ 19:00

강의소개
강의개요
강의목표

열하일기를 필사하며 읽고 생각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열하일기를 밑줄 그으며 읽고 필사를 하며 생각 나눔 시간을 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키운다

준 비 물

지정도서, 필사공책, 포스트잇

강의방법

카카오톡 라이브톡과 메신저

플 랫 폼

카카오톡(라이브톡)

교 재 명

<열하일기>, 박지원 지음,
리상호 옮김, 보리

재 료 비

없음

수강적정인원

□ 적정인원 : 5 명

□ 최대가능인원 : 7 명

강의내용
회차

날짜

내용

방법

<열하일기> 및 저자 박지원 소개
1

7.24
1부 /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2부 / 청나라가 일어난 심양을 지나

2

7.31
3부 / 산해관 가는 길

3

8.7

4부 / 산해관에서 북경으로

4

8.14

5부 / 닷새 낮 닷새 밤을 달려 열하로

5

8.21

6

8.28

6부 / 열하에서 건륭제를 보다
(8월13일 황제님 생신날) 까지
6부 / (8월 14일 목축이 자리를 못
잡으니...)부터
7부 /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
부록 / 사행, 박지원, 연암의 친구들

*주제 도서는 수업 전까지
모두 준비해주세요!*
1.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통한 책 소개 및
읽을 내용 안내 (10분)
2. 각자 밑줄 그으며
책 읽고 필사하기 (50분)
3. 카카오톡 메신저로 생각 나누기 (50분)
4. 다음 회차 예고 및 정리하기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