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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름 방학 생활 계획

1. 차시 개관

단 원 6-⑶ 보람찬 하루 학습 주제 여름 방학 생활 계획

목 표 • 여름 방학 생활 계획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차 시 7-8/9차시 교과서 77쪽 학습 환경 컴퓨터실

2. 수업 전 점검 사항

교 사

▪ 간단한 그리기 도구(크레파스, 색연필 등)를 준비해 올 것을 당부하였는가? ························ (     )

▪ 학습지를 학생 수만큼 인쇄하여 준비해 두었는가? ···································································· (     )

▪ 학생용 교재(슬생2106.pps)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 교재에 포함된 모듈(생활계획.exe, 승호의 후회.exe)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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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가? ································································ (     )

▪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어 낮과 밤에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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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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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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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모형/전략」에서 다운로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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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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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도입
동기 유발하기

￭ 생각하여 말하기
∙ 여름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 쓰기

∙ 매일 해야 하는 일 말하기

전개

문제 해결하기 ￭ ‘승호의 후회’ 보고 이야기하기
∙ ‘승호의 후회’ 동영상 보기

∙ 생활 계획이 필요한 이유 쓰고, 발표

하기

∙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할 점 쓰

고, 말하기

 

￭ 학습지 해결하기

전체 학습

전체 학습

‘승호의 후회’ 동

영상

학습지

정리 학습 활동 정리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생활 계획의 필요성

∙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할 점

2차시

도입
전시 학습 상기

￭ 생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할 점 말하기

￭ 생활 계획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전개

여름방학생활계

획표 만들기

심화 학습 해결

하기

￭ 생활계획표 만들기
∙ ‘생활계획’프로그램 실행하기

∙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

∙ 계획표 만들고 인쇄하기

￭ 친구들의 계획과 나의 계획 비교하기
∙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이 없는지 확인

하기

∙ 친구의 생활 계획에서 잘된 점 이야

기하기

개별 학습

모둠 학습 ‘생활계획’ 프로

그램

정리 학습 활동 정리 ￭  생활 계획에 대한 다짐 말하기
평가

관점

• 생활계획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 생활 계획표를 작성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을 알고 있는가?

• 실천이 가능한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는가?

4. 지도상의 유의점

‘여름 방학 생활 계획’은 두 차시 분량으로 첫 번째 차시에는 여름 방학 생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차시에는 여름 방학 생활 계획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보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전 차시까지의 학습 내용인 하루를 나누는 방법, 나눈 과정에 

따라 하는 일을 충분히 반복 학습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가 되도록 많은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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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 자료 및 활동 아이디어

 생각하여 말하기

이 활동은 학습의 동기 유발 부분으로 지난 방학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꼭 해야 할 일 등을 

생각해 봄으로써 생활계획표를 짤 때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 보람차고 뜻 깊은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C: 학년 ] 폴더에 있는 학생용 교재 파일 ‘슬생2106.pps’를 실행한다. 

② 교재 파일이 실행되면, 다양한 발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여름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교재 109쪽에 적게 한다. 

 여름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

→ 해수욕장 가기, 여행 가기, 수영하기, 독서하기, 운동하기, 외가 가기, 컴퓨터하기 등

 매일 해야 하는 일

→ 세수하기, 친구와 놀기, 숙제하기, 밥 먹기, 일기쓰기 등

  ‘승호의 후회’ 보고 이야기하기

이 활동은 ‘승호의 후회’ 동영상을 통해 생활 계획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동영상

을 통해 보람 있는 여름 방학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보게 하고,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본다.

⑴ ‘승호의 후회’ 보기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교재 110쪽의 모듈 그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하고, +키를 눌러 전체화면으로 바꾼다. 

③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승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

의 깊게 보게 한다. 

④ 동영상 보기를 마치면 키를 누르고, 메뉴에서 [File 

→ Exit]를 선택하거나 닫기  단추를 클릭하여 프로

그램을 종료한다.

교수 참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일시 정지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지된 부분부터 동영

상이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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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생활 계획이 필요한 이유 쓰고 말하기

① ‘승호의 후회’ 동영상을 잘 보았는지 묻는다.

② 승호의 지난 방학 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 방학 동안 신나게 노느라고 숙제를 제대로 못했다.

③ 정우는 선생님께 왜 칭찬을 받았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 방학을 생활 계획대로 실천하고, 숙제를 잘해 왔기 때문에

④ 매일매일 보람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⑤ 생활 계획이 필요한 까닭을 묻고 답하게 한다.

→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⑶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할 점 쓰고 말하기

①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점을 생각하며 세워야 하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② 학생들이 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제시하여 유도하도록 한다.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야 할 점을 써 보세요.

→ 실천이 가능한지 먼저 생각한다. 

→ 하고 싶은 일 중 부모님, 선생님과 상의하여 몇 가지를 선택한다.

→ 취미나 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세운다.

→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학습지 배포하기

이 활동은 여름 방학에 하고 싶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학습 

활동이다. 학습지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여름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쓰고,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보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게 한다.

 생활 계획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이 활동은 알차고 실천 가능한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해 생활 계획표에 들어갈 내용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다. 

① [C: 학년 ] 폴더에 있는 학생용 교재 파일 ‘슬생2106.pps’를 실행한다. 

②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111쪽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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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한 발문을 통해 생활계획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묻고 답하게 한다. 

→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운동시간, 청소시간, 독서시간, 집안일 돕는 시간, 일기 쓰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등

 여름 방학 생활 계획표 만들기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면 자기 스스로 시간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에 초등 학생에게 있어 생활 계획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생활 계획표

에 따라 한 달 정도 노력하다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몸에 배어 버림으로

써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음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⑴ 생활 계획표 만들기

① 교재 111쪽의 모듈 그림을 클릭하여 ‘생활계획’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②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프로그램 사용방

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③ +키를 눌러 전체화면으로 바꾼다. 

④ 시간을 나누고, 매일 매일 꼭 해야 하는 일을 생활 계획표에 먼저 표시하게 한다. 

⑤ 나머지 부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학 중에 하고 싶었던 일을 채워 넣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⑥ 원하는 그림이 없는 경우에는 선만 그려 넣고 인쇄한 후 추가로 그림을 그려 넣거나, 글을 쓰면 

된다고 설명한다.

⑦ 활동을 마치면, 키를 누르고 [파일 → 인쇄]를 클릭하여 생활 계획표를 인쇄시킨다. 

⑧ 인쇄를 마치면 메뉴에서 [파일 → 종료]를 선택하거나 닫기  단추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⑵ ‘생활 계획’ 프로그램 사용법

❷

  ➜ 

❶

❶ 구분선 ❷ 구분선 이동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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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만들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활 계획표 안에 선이 만들어진다.  나  아이콘을 클

릭하면 30분 단위로 구분선이 이동한다. 구분선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생활 계획표에 삽입된 구

분선을 클릭하고,  나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삽입하기 : 생활 계획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생활 계획표 가운데에 그

림이 삽입된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킨다.

 친구들의 계획과 나의 계획 비교하기

이 활동은 심화 학습으로 앞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잘한 부분을 상호 평가해 

봄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인쇄를 마친 순으로, 완성된 생활 계획표를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시킨다.

③ 발표하는 동안에 친구의 계획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은 없는지, 친구의 생활 계획표에서 

잘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게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의 인쇄물을 살펴, 생활 계획을 잘 세운 학생은 칭찬해 주고, 실천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학생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 계획에 대한 다짐 말하기

학생들 각자가 작성한 생활 계획을 방학 동안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앞서 상호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

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생활 계획에 대한 자신의 다짐을 말하게 한다. 이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과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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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학습지
여름 방학 생활 계획

(교과서 77쪽)

          반      번 

6-⑶ 보람찬 하루    이름

◎ 여름 방학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언제

어디서

준비할 내용

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