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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의 쓰임새 알아보기

1. 차시 개관

단 원 2-⑴ 여러 가지 집 학습 주제 방의 쓰임새 알아보기

목 표

• 방의 종류를 알고, 그 쓰임새를 말할 수 있다.

•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다.

•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태도를 가진다.

차 시 3/8차시 교과서 22~23쪽 학습 환경 컴퓨터실

2. 수업 전 점검 사항

교 사

▪ 집 내부 그림을 준비해 두었는가? ···································································································· (     )

▪ 학생용 교재(슬생2102.pps)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 교재에 포함된 모듈(집 꾸미기.exe)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 컴퓨터에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가? ·························································································· (     )

학 생

▪ 방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 (     )

▪ 우리 집에서 방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

▪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가? ···························································································· (     )

▪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는가? ···························································································· (     )

해결 방안

▪ 학생용 교재와 모듈은 에듀넷 홈페이지(http://www.edunet4u.net) 「교사>연구자료>수업연

구>ICT수업 모형/전략」에서 다운로드한다.

▪ 학생들 개개인 또는 모둠별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실에 설치된 교사용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사용하여 전체 학습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집 꾸미기’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교과서 79쪽의 그림을 오려 23~24쪽에 붙이게 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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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전개 과정

단계 주요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형    태 교수-학습 자료 대안 활동

도입 동기 유발하기

￭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
∙ 그림을 보고 어느 방에서 하는 행동

인지 말해 보기

∙ 빈 칸 채우기

전개

집의 각 부분 알

아보기

일반화하기

￭ 집 안의 모습 살피기
∙ 교재 94쪽의 그림 보기

∙ 각 방의 이름과 쓰임 말하기

∙ 각 방에 필요한 물건 이야기하기

￭ 집 꾸미기
∙ ‘집 꾸미기’ 프로그램 실행하기

∙ 프로그램 사용 방법 설명하기

∙ 집 내부 꾸미기

∙ 인쇄하여 붙이기

전체 학습

개별 학습 ‘집 꾸미기’ 프로

그램

‘집 꾸미기’

놀이하기

정리

학습 활동 정리

과제 제시

￭ 발표하기 
∙ 방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 발표하기

∙ 물건을 놓을 곳과 그 까닭을 적고 발

표하기

￭ 문제 해결 및 자기 평가
․ 심화 문제 해결하기

․ 자기 평가하기

평가

관점

• 방의 종류를 알고 그 쓰임새를 말할 수 있는가?

• 방의 쓰임새에 따라 물건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

4. 지도상의 유의점

본 차시에서는 방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고, 각각의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

법을 학습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

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유가 타당하다면 인정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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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위치 이유

냉장고 부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므로 부엌에 있으면 좋다.

텔레비전 거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거실이나 방에 있으면 좋다.

식탁 부엌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므로, 부엌에 있으면 좋다. 

꽃병 거실, 방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거실이나, 방에 있으면 좋다.

5. 교수-학습 자료 및 활동 아이디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

이 활동은 학습의 동기 유발 부분으로 교재 93의 그림을 보고, 각각의 행동은 어느 방에서 하는 

행동인지 이야기해 봄으로써 방의 이름과 쓰임새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컴퓨터실에서 학습하게 되어 있으나, 동기 유발 부분이므로 교사용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학생

들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① [C: 학년 ] 폴더에 있는 학생용 교재 파일 ‘슬생

2102.pps’를 실행한다. 

② 교재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게 한 후, 각 방의 용도에 

대해 발표시킨다. 

③ 93쪽의 빈 칸에 답을 적게 하고, 한 목소리로 읽게 한

다. 

 그림을 보고, 어느 방에서 하는 행동인지 말하여 봅시다. 

→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는 곳은 방입니다.

→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곳은 거실입니다.

→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먹는 곳은 부엌입니다.

→ 용변을 보고 몸을 씻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집 안의 모습 살피기

이 활동은 교재 94쪽의 삽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하여 각각의 물건이 집안 어

느 곳에 있어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다. 앞서 학습한 방의 이름과 쓰

임새를 생각하며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각 방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읽게 하고, 각 방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발표시킨다.  

③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놓을 위치와 그렇게 놓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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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대 안방
엄마가 화장을 하실 때 쓰는 것이므로 안방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누나가 있다면 
누나 방에도 있으면 좋다.

전화기 거실, 방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실이나 방에 있으면 좋다.

샤워기, 세
면기

욕실 목욕이나 세수를 하기 위한 물건이므로 욕실에 있으면 좋다.

신발장 현관 신발을 신고 벗는 현관에 있으면 좋다.

의자 방 공부할 때 필요하므로 방에 있으면 좋다.

가스레인지
부엌, 베란
다

음식을 할 때 필요하므로 부엌에 있으면 좋다. 요즘은 고기나 생선을 굽기 위해 
베란다에 놓기도 한다. 

장롱 방 이불이나 옷을 넣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방에 있으면 좋다.

컴퓨터 방, 거실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거실이나 방에 있으면 좋다.

액자 방, 거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방이나 거실에 있으면 좋다. 

책꽂이 방, 거실
책을 꽂아 두기 위한 것이므로 방에 두거나,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거실에 두는 
것도 좋다. 

어항 거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거실에 두는 것이 좋다. 간혹 가습기 대용으로 방에 두기
도 한다. 

교수 참고

교재에 제시된 자료는 하나의 예일 뿐이므로 꼭 그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또한, 학생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인정해 주도록 한다.

 집 꾸미기

‘집 꾸미기’ 모듈을 사용하여 집 안을 직접 꾸며 보는 학습 활동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방의 쓰임

새와 물건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일반화하게 된다.  

‘집 꾸미기’ 모듈은 클릭과 드래그 등 마우스 조작 능력이 능숙해야 하므로 마우스 조작 능력이 미

숙한 학생들은 수업 전에 학습시켜 두도록 한다.

⑴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교재 95쪽으로 이동한다.  

② 모듈 그림을 클릭하고 ‘집 꾸미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③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집을 꾸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④ 집 꾸미기를 마치면, 프로그램 창에 있는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게 한다.

⑤ 인쇄를 마친 학생들은 인쇄물을 사용하여 물건을 놓은 위치와 그 까닭을 발표시킨다. 

⑥ 발표를 마치면 나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교수 참고

인쇄 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되므로 메뉴가 열려져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하게 한다. 삽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할 물건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화면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하게 한다.



137

⑵ ‘집 꾸미기’ 프로그램 설명

‘집 꾸미기’는 집안을 직접 꾸며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듈이다. 

❶ 각각의 물건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물건

을 다양한 모양으로 제시한다. 

❷ 원하는 모양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클

릭하면 선택한 물건이 화면 가운데 나타나

며,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옮기면 된다.

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한다.

❹ 저장을 하기 위한 단추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장은 되지 않는다.

❺ 집 꾸미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깨

끗하게 정리한다.

❻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❸ ❹
❺ ❻

 ‘집 꾸미기’ 놀이하기 

이 활동은 컴퓨터실이나 모둠 학습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 꾸미기’의 대안 활동이다. 교과서에 

22~23쪽의 집 내부 그림을 활용하여 집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위와 풀을 

준비해 올 것을 미리 당부해야 한다.

① 각각의 그림을 오려내기 편하도록 교과서 79쪽을 가위로 오리게 한다.

② 각각의 그림을 오린 다음 교과서 22~23쪽에 오린 그림을 붙이게 한다.

③ 그림을 그 곳에 붙인 까닭을 생각하게 하고, 완성된 순서대로 발표시킨다. 

 발표하기 

이 활동은 집 안을 꾸며 인쇄한 그림을 바탕으로 각각의 물건을 놓은 위치와 그 까닭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방의 종류와 쓰임새, 그리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까닭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되도록 많은 학생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물건을 놓은 위치와 까닭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집 안의 모습 살피기’의 내용 참조)

 심화 학습

이 학습은 앞서 학습한 내용의 복습과정이므로, 수업 중에 마무리 학습으로 활용하거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집 안의 모습 살피기’의 내용 참조)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교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현재 쪽을 학생 인원수만큼 인쇄하여 배포한다.

③ 과제로 제시하고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