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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는 2017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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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능형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대상학년
요구환경
재료구입비
난이도

찾기 놀이

(단어/보물/정답)

1~2학년
와이 파이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함/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공 기계만 구비되면 됨
NFC 태그스티커 개당 480원/ 카드형 개당 800원 이내
중‧하/ 간편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면 충분함

활용 가능성

다른 교과목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시대 대비 STEAM 콘텐츠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개발자 추천의 말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초등 저학년들의 한글해득 관련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게 읽고 말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NFC 카드를 활용해 재미있게 보물찾기 하듯이 잘못 표기된 단어나 문
장을 골라내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 문제도 만들어내고 변형도 시켜가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STEAM교육이 되겠지요? 선생님들! 스마트한 교구를 만드는
것에 도전해보시면 교구 제작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음을 경험하시게 될 거에요.

시범적용

친절한 수업자료

교사 평점

수업내용의 질적 우수성

평균(00명/10점 만점

수업 적용 용이성

기준)

교수 전문성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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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멘트

1. 본 프로그램의 특징
- 본 프로그램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육성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 및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프레임 워크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은 학습자들이
1) 자신이 아는 지식(Knowledge)을 2) 사용할 수 있는 방법(Skills)과
3) 행동하고 참여하는 인성(Character), 4) 다양한 현실의 상황에 반영하고 적응하는 메타학습
(Meta-Learning)의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지향하였습니다.
- 디자인 씽킹 원리에 기반해 즐겁게 협력하며 배려와 소통하며 실생활 맥락에서 첨단제품(NFC)에
활용된 기술‧공학적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구안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SW기술‧공학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미래 사회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전하는 성취감과 기술공학의 유용성,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지향하였습니다.
-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실제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활용 안내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해 가능한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교사용은 가능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
습니다. 또, 각 차시의 시작 부분에 ‘수업의 흐름’을 사진 또는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지도안 및 수업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최대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현장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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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주제)

차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통합
(슬기로운생활)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 학교 둘러보기
▣ [2슬01-01]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 길이(cm, m)
1

수학

▣ [2수03-05]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 cm
와 1 m의 단위를 알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안전한생활)

통합
(슬기로운생활)

1~2

◨ 학용품 및 도구의 안전한 사용
▣ [2안01-02] 학용품의 위험 요인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 여름 동식물, 여름철 생활도구
▣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
다.

2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국어

▣ 문법[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
고 쓴다.

통합
(슬기로운생활)

◨ 여름 동식물, 여름철 생활도구
▣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
한다.

3
◨ 낱말의 소리와 표기
국어

▣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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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를 활용한

지능형 찾기 놀이

■ 주제 개요
초등 1-2학년 프로그램인 ‘지능형 찾기 놀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1,2학
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초등 저학년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1~2학년 한글교육이 강화된 부분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자연 관찰의 기초 탐구과정을 강조되는 흐름에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놀면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해당 학년군의 ‘통합(슬기로운 생
활), 국어 수학 1-1-1 학교에 가는 길, 1-1-6 받침이 있는 글자, 2-1-4 길이재기의 교과단원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한 생활‘ 중 ’도구의 사용방법‘의 내용으로 학생들이 첨단기
술을 활용한 도구 의미를 인식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생활 속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
술을 활용하여 받아쓰기 등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국어해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학습목표
1) 학교 오는 등굣길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할 수 있다.
2) NFC 카드 탐색하고 첨단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이해할 수 있다.
3)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NFC 태그놀이를 할 수 있다.
4)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다.
5)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6 ) NFC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잘못 쓴 글자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 관찰하고 분류하기/첨단과학 기술 발달 이해하기
○ T/E：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의 발달/미래의 도구 발달
○ A：낱말을 이해하고 몸으로 표현하기/친구의 동작을 보고 낱말 추측하기
○ M：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길이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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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경험과 자연
현상을 자세히 탐색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하였다. 차시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이 카드를 이용합니다. 바로 교통카드(티머니)입니
다. 그런데 카드를 버스단말기에 가까이하면 왜 버스요금이 지불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버스를
탈 때 카드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버스요금이 카드에서 지불될까요? 버스요금을 지불하는 교
통카드와 요금 계산 기계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교통카드에 있는 돈이 버스요금으로 지불 된
다고 해요. 계산이 가능한 거리는 10㎝라고 합니다. 그럼 10㎝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한글 해득과 독서활동, 자연물 관찰에 대한 활동을 고안하였다. 첨
단 기술인 NFC 카드를 직접 체험해 보고, NFC 카드의 원리를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한글놀
이를 설계하고 체험해 본다.
-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NFC 카드의 장단점
을 알아본다. 언플러그드 NFC 태그 놀이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을 교통카드를 통해 체험한다.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 음식, 옷차림 등에 대해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낱말을 적
어본다. 여름철 관련 그림이나 낱말을 기준을 세워 분류한다. 친구들과 함께 NFC 카드를 사용
하여 여름에 볼 수 있는 생물, 음식, 옷차림을 적은 정확한 낱말을 찾고, 틀린 글자는 찾아 다시
고쳐 써 보는 놀이를 직접 설계한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한글 해득, 문학, 도구의 활용 부분에서 접근
함으로써 인식과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활동별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미래의 NFC 카드 활용방법을 상상하며 10㎝의 거리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인 NFC 카드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친구들과 함께 NFC 태그 놀이를 해봄으로써 NFC 카드를 사용할 때
의 좋은 점을 바탕으로 NFC 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상상해본다. 이를 통해
NFC 카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카드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그 후 느낀 점 이
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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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활동 내용
◨ 학용품과 도구의 안전한 사용방법 알아보기
- 생활에서 사용하는 학용품과 도구의 종류를 알아보고 안전한 사용방법을 발표한다.

1

너와 나의 ◨ 눈금이 새겨진 자를 이용하여 10㎝길이 알아보기
거리는
◨ 학교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기
10㎝
◨ NFC 카드의 원리를 이용한 낱말태그 놀이하기
- 여름에 관련된 낱말이 적힌 NFC 태그를 친구 몸에 붙이고, 낱말의 뜻을 몸으로 표현
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 여름철에 관련된 낱말을 브레인스토밍 하기

2

재미 쑥~
한글공부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나누어 보기
- 다양한 기준에 따라 알고 있는 낱말을 분류하기
◨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 중에서 틀린 글자 찾아보기
-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본 후 글자를 읽을 때와 쓸 때의 차이를 알아본다.
◨ NFC 카드놀이 놀이방법 알아보기

3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 여름철에 관련된 낱말로 NFC 카드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기
◨ 스탬프 앱을 사용하여 NFC 카드에 쓰여진 낱말 중 맞게 쓴 낱말을 선택하고, 바르지
못한 낱말을 고쳐 써보는 활동하기
- NFC 카드놀이를 통해 바른 낱말카드를 찾는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한다.

■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1

2

3

차시명

너와 나의
거리는
10㎝

재미 쑥~
한글공부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학습목표

주요내용

◨ 가까운 거리에 사용되는 통신 방법 NFC 카드 특징 알아보기
- 사람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고, NFC 카드의 특징
알아보기
NFC 카드를 탐색하고
◨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NFC 카드의 쓰임새를 알아보기
우리 생활에 미치는
◨ 언플러그드 NFC 태그놀이를 통해 NFC 원리 이해하기
영향을 알아본다.
- 언플러그드 활동으로써 종이 NFC 카드를 정해진 곳에 붙이고,
종이 스마트폰으로 카드를 태그하면 카드에 미리 적어놓은 명
령어대로 행동하는 게임을 통해 NFC 원리 이해하기
◨ 여름철에 관련된 생물이나 물건의 글자, 그림을 브레인스토밍 하기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 다양한 기준으로 여름철에 관련된 그림, 낱말 나누어보기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여름철에 관련된 낱말을 분류하기
◨
여름철에 관련된 낱말 중에서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쓰기
쓸 수 있다.
- 다양한 낱말을 보고, 오답 글자 카드를 찾아 바르게 써보기
NFC 낱말카드를 이용 ◨
하여, 잘못 쓴 글자를 ◨
찾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틀린
NFC
NFC
NFC

글자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 알기
카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한 낱말박사 놀이방법 알아보기
카드를 이용하여 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구별하기
카드를 이용하여 틀린 글자를 찾아 바르게 쓰는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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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준비물

학교에서 사용하는

1

학용품(가위, 자, 연필
등), 셀로판테이프

NFC 카드, 8절지

2

도화지, 포스트잇,
사인펜

Tip & Knowhow

STEAM

-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의 발달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도록 한다.
- NFC 카드의 장점을 알아보고, 특징을 이용한
생활 도구를 알아본다.
- 언플러그드 NFC 태그놀이를 통해 NFC 원리
를 이해하도록 한다.
-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름을
바르게 읽고, 써 본다.
-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
류할 수 있도록 한다.
- 낱말을 바르게 쓰면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할 때
의 불편한 점을 알아보고 바른 글씨의 필요성
을 느끼도록 한다.

- 같은 낱말이라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한다.
스마트폰, NFC 스탬프 - NFC 카드를 이용하여 알맞게 쓴 낱말을 알아
맞히고, 틀린 낱말을 찾아 바르게 써 보는 게
앱
임을 한다.

창의적사고역량

SAM

자료정보
활용역량

관련자료

교사용
12쪽~22쪽

창의적사고역량

STE

의사소통역량

교사용

공동체

23쪽~31쪽

대인관계역량

NFC 카드, 네임펜,

3

핵심역량

지식정보

STE

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교사용
32쪽~41쪽

■ 프로그램 핵심역량 요소
차시

관련 핵심역량 요소

요소 내용

창의적사고역량
(통합교과역량 슬기로운생활)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역량

자료정보활용역량
(국어교과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사고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역량

1

(통합교과역량 슬기로운생활)

2

의사소통역량
(통합교과역량 슬기로운생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국어교과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지식정보처리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통합교과역량 슬기로운생활)

3
의사소통역량
(국어교과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
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 조정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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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

학생의 성취

으며 다른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정확한 발음으로 상황에

수준과 역량을

맞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 친구의 발표를 흥미와 관심을 가

함께 기술하는

지고 들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능력이 매우 우수함

경우
뛰어난 성취를

사물과 연결되는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틀린 글자를 고쳐 쓰면서 바르게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
이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음

보인 영역의
수행평가
관찰결과를
자세히 기술한
경우
뛰어난 성취를

국어
사물을 나타내는 낱말을 쓰는 순서에 맞게 글자를 쓸 수 있음.

보인 영역의

사물과 연결되는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수행평가

여하고 틀린 글자를 고쳐 쓰면서 바르게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

관찰결과를

이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음

자세히 기술한
경우

그림을 보고 틀리게 적은 글자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활
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실수할 때가 있음. 하지만 모
둠 협의에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몰랐던 부분
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알게 된 부분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
습이 인상적임. 큰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하며, 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수와 연산 영역에서 10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여 10을 이
해하고 있으며, 측정 영역에서 두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인 양적 속성을 찾아 두 대상을 비교하여 길이를 표현함. 구체
수학

물을 조작하여 비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의
길이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사물의 어림길이도
이해하고 있음. 길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구체물을 조작
활동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경우

이후 측정 활동에도 굉장한 흥미를 보임.
여름에 나타나는 식물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정

탐구활동

확히 알지 못하며 눈으로만 보고 관찰을 함. 주변 친구들이 돋

과정에서

보기를 사용하여 관찰하는 모습을 보고 식물의 모양, 색깔 등

유의미한 발전

슬기로운

을 관찰하여 일지에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함. 날씨의

모습을 자세히

생활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

관찰하여 기술한

통합

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계절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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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통합
슬기로운
생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탐구하여 각 동식물

뛰어난 성취의

의 특징을 말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

수행평가와

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가 돋보이고, 주어진

미래핵심역량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등

관련지어 기술한

문제해결력이 뛰어남.

경우

뛰어난 성취를
통합
슬기로운
생활

여름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름의 모습이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보인 영역의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름에 사용되는

수행평가

생활도구를 조사하고 쓰임을 파악하여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관찰결과를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세히 기술한
경우

창체
안전한
생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를 알고, 도구를 사용할 때 안
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올바른 사용법
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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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1차시.

너와 나의 거리는 10㎝

너와 나의 거리는 10㎝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학교로
1

오는 길에
관찰한 내용
발표하기

✔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이용했던 방법 발표하기

2

NFC 카드를
알아보기

✔ 교통카드(NFC 카드) 이용했던 경험 발표하고 활용방법 알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NFC 카드를
3

이용한
첨단 기술 제품
영상으로
알아보기
✔ 버스카드, 신용카드, 도어록에 사용되는 NFC를 알아보고, NFC 카드를 체험하기

언플러그드
4

NFC 태그
놀이하기

✔ 언플러그드 NFC 태그 놀이를 통해 NFC 원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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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너와 나의 거리는 10㎝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통합(학교-슬기로운 생활)

단원

1. 학교에 가면

차시

1/3

• 2015개정교육과정 / 수학 / 초등학교 1~2학년군 / 길이재기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 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학교에 가는 길
• 2015개정교육과정 / 안전한 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도구사용하기
• 학교 오는 등굣길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우리 생활에 NFC 카드가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NFC 태그 놀이를 통해 첨단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카드 탐색하기

창의적 설계

NFC(근거리무선통신) 태그 놀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제품의 원리 이해하기

감성적 체험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미래의 다양한 이용방법 상상해보기

교사
준비물
학생

학교 오는 길 삽화, 다양한 NFC 사진, 교통카드, 스마트폰, NFC카드, 10㎝자, 실물화상기(미
러링), 동영상,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0)
10㎝자, 가위, 셀로판테이프, 연필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자료 및 유의점

학교 오는 길에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기
▣ 학교 오는 길에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나요?
-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주로 어떤 방법을 내나요?

Ÿ 학교 오는 길 삽화,

- 혹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다양한 교통카드

- 휴대전화로 요금을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나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지불이 가능한 까닭은 카드 속에 정보를 저장
하는 칩이 있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NFC 카드의 원리를 이용한

도입

여러 물건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10‘

- 동영상을 보고 NFC 카드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BDY7Lu0HcU

Ÿ 동영상,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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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속 보이지 않는 비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이 카드를 이용합니다. 바로
교통카드(티머니)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버스단말기에 가까이하면 왜
버스요금이 지불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버스를 탈 때 카드를 가까지
하지 않아도 버스요금이 지불될까요? 아하~~ 그렇진 않군요. 버스요
금을 지불하는 교통카드와 요금을 계산하는 기계의 거리가 가까워야
교통카드에 있는 돈이 버스요금으로 지불 된다고 해요. 버스요금 지
불이 가능한 그 거리는 10㎝라고 합니다. 그럼 10㎝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NFC 카드를 이용한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제품을 원리

5‘

Ÿ 눈금 있는 10㎝
자, 스마트폰, NFC

탐색하기

카드

- 근거리무선통신(NFC)의 뜻을 알아본다.
(10㎝이내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태그(RFID)기술의 일종)

※ 정확한 원리 이해보

- 10㎝의 거리를 자로 직접 재어보고, 의미를 알아본다.

다 저학년 학생들이

- 단위길이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숫자 10이 가리키는 길이다.

예측할 수 있는 다양
한 의견을 모두 수용

20‘

한다.
Ÿ NFC 태그, 종이

▣

스마트폰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가위,

- 여름과 관련된 낱말을 명령어로 입력한 NFC 카드를 활동지에서 오린다.

활동지,

셀로판테이

프

- 명령어가 입력된 NFC 태그를 자신의 몸에 부착한 후, 상대방이 종이 스
마트폰을 NFC 태그에 가까이 댄다.
- 상대방이 NFC 태그에 종이 스마트폰을 대면, NFC 카드를 태그된 친구는

※

입력한 명령어대로 행동을 한다.
- 다른 친구들은 NFC 태그에 어떤 명령어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맞힌다.

있다.

NFC 카드 속에 숨겨져 있는 명령어와 태그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

※ 친구의 몸에 센

명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NFC 카드에 숨겨져 있는 명령어가 정해진 센서

서를 부착하는 곳

에 가까이 태그 되어야 실행되는 NFC의 원리를 이해한다. 숨겨진 명령어

은 신체적으로 예

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입력된 명령어대로만 실행되

민하지 않은 곳으로

는 NFC 카드의 실행규칙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한다.

여름과 관련된 낱말
표현하기
(예시) 수박 먹기

여름과 관련된 낱말
추측하기

맞았나요?

태그된 친구는 수박을 먹는
흉내를 낸다.

다른 친구들은 NFC 카드
에 입력된 수박 먹기 명
령어를 추측한다.

※ 번갈아가면서
서로를

태그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수영하기
비오는 날 우산 펴기
햇빛이 강해 땀이 많이
나는 날씨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부채질하기
아이스크림 먹기

친구들과 협동하여 모든 활동을 해결한다. 모둠별로 명령어를 정하고
한 사람씩 모두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여름에 관련된
명령어로 문제를 내는 것으로 진행한다.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이해
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름 말하기, 오른 팔 들기, 고개 끄덕이기 등 쉬
운 명령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정리

명령어만

몸으로 표현할 수

- NFC 카드에 입력된 명령어를 얼마나 맞혔는지 알아본다.

전개

태그된 친구는

정해진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경험 발표하기

15

5‘

▣

NFC 카드를 사용하여 놀이한 경험을 발표하기

- NFC 카드를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 NFC 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상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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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오는 등굣길에 관찰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할 수 있어요.
2)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탐색하고 첨단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관찰해요.

10㎝자, 가위, 셀로판테이프, 연필

1. 10㎝ 거리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 다음 그림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용방법을 이야기 해봅시다.
버스에 있는 교통카드 기기에 가까이
대면 됩니다.

❐ 10㎝는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 길이를 재는 자에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숫자 10이 가리키는 길이입니다.

2. 다음 그림은 NFC(근거리무선통신)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편리한 점

돈이나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이나 카
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돈 대신 값을 낼 수 있어요.
NFC 이용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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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여라! NFC 태그놀이를 해요(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놀이방법
① 여름과 관련된 낱말을 NFC 카드에 적고, 가위로 오립니다.

② 낱말을 적은 NFC 태그를 내 몸에 붙입니다. 친구가 종이 스
마트폰을 NFC 태그에 가까이 합니다.
③ 친구가 NFC 태그에 종이 스마트폰을 대면, 나는 적힌 낱말
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④ 다른 친구들은 NFC 태그에 어떤 낱말이 숨겨져 있는지 알
아맞힙니다.
⑤ NFC 카드에 적혀있는 낱말을 얼마나 맞혔는지 알아봅니다.
NFC 센서

여름과 관련된 낱말
표현하기

여름과 관련된 낱말
추측하기

맞았나요?(○,×)

(예시) 수박 먹기

태그 된 친구는 수박을 먹는
흉내를 낸다.

다른 친구들은 NFC 카드에
적힌 수박 먹기 낱말을
추측한다.

수영하기

두 팔을 열심히 휘저으면서
고개를 양쪽으로 돌린다.

○

비오는 날 우산 펴기

우산을 펼치고 막 뛴다

○

햇빛이 강해 땀이 많이 나는 날씨

손으로 햇빛을 가리면서
땀을 닦는다.

○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우산을 비스듬히 쓰고 빨리
걷는다.

X

손으로 부채를 들고
부채질하는 모습

○

한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혀로 핥는 모습

○

부채질하기

아이스크림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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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스탬프 앱 활용하기
NFC 태그놀이용 NFC 태그 라벨

▪ 선생님과 함께 이용방법을 읽어보아요.
① 가위로 오립니다.
② 종이 태그 뒷면에 자신이 정한 여름과 관련된 NFC 낱말을 적습니다.
③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내 옷이나 친구의 옷에 붙입니다.
④ 옷에 붙인 NFC 태그에 종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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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태그놀이용 스마트폰

▪ 선생님과 함께 이용방법을 읽어보아요.
① 가위로 오립니다.
② 친구의 옷에 붙어 있는 NFC 태그 라벨 위에 댑니다.
③ 태그 라벨을 붙인 친구가 자신이 입력한 여름에 관련된 낱말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④ 스마트폰을 든 친구는 태그 라벨을 붙인 친구가 어떤 낱말을 입력했는지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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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동영상을 보고 NFC 카드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 알아보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 설명 :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 설명 : 움직여라! NFC 태그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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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를 이용한 앱 활용방법
웹

×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애플
윈도우

활용가능 기기

/

IOS

○

×

×

탑재된 스마트폰

NFC

1. NFC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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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이름

무료

기본기능
무료

유료

NFC Tools

○

○

○

2. NFC 개념 및 사용법

가. NFC의 개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 무선 통신)는 스티커, 혹은 플라스틱 칩 형태로 된
NFC 태그에 일련의 정보를 담아두고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해당 정보를 스
마트폰으로 편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다. NFC 태그에 URL(웹사이트 주소)을 담아두었다가
스마트폰을 태그 하면 스마트폰에 복잡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접속이 되는
식이다.
나. NFC의 기능
1) 모바일 결제 : 따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2) 스마트폰의 시스템 제어 :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어서 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한 설정이 가능하다.
3)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다. NFC 사용하기
1)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대부분의 폰에서 이
기능을 지원한다.
2) NFC기능 활성화하기 : 환경설정 ➜ NFC 읽기/쓰기 모드

① 환경설정 – NFC를 선택 하면, 카드모드 ➜ 읽기쓰기 모드로 변환된다.
3) NFC 스티커 구입하기 : NFC 기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스티커로 보통 1Kbyte
정도의 용량이다.

① NFC Tag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메모리 용량과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에 따라 맞
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 보통은 1K byte 용량과 168 byte용량으로 나뉜다.
② 가격대는 1장에 200원 ~ 1,000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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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C Tag에 특정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
하는 앱이 필요하다. NFC 관련 앱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
한다.
NFC Tools
NFC Stamp
NFC 활용 앱 소개
NFC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지 NFC를 활용한 체험용 스탬 NFC 활용을 위한 유용한 앱
울 수 있는 앱
프 앱
소개

① on nfc
② smart nfc
③ nfc smart tags

라. NFC 기본 카드 만들어보기
NFC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본 정보를 넣어 보자. 준비물은 NFC스티커 1장, NFC가 사
용가능한 안드로이드 폰만 있으면 된다.
1) NFC 앱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NFC Tools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른 앱들에도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도 무방하다.
NFC 스티커로 자료를 저장 위쪽에 있는 WRITE 메뉴를 Add a record 메뉴를 선택
하고 지울 수 있는 앱을 다 누른다.
한다.
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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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메뉴를 선택한다.

Write를 선택한다.

개인정보를 기록한다.

NFC 스티커에 태그 한다.

완성

이제 완성된 NFC스티커를 스마트폰에 접촉(태그)하면 입력된 기본정보가 상대방의 스마트폰
연락처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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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재미 쑥~ 한글공부

재미 쑥~ 한글공부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여름에 볼 수
1

있는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알아보기

여름철
음식

여름에
입는 옷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여름에
할 수
있는
운동

여름에
피는 꽃

여름철
과일

여름에
사용하는
물건

기타

다양한
2

기준으로
나누어 보기

✔ 여름과 관련된 낱말을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보기

여름과 관련된
3

낱말 정확하게
익히기

✔ 여름에 관련된 낱말 익히기

4

NFC 태그
한글 놀이
준비하기

✔ NFC 카드 작동원리 이해하고 틀린 글자를 찾는 NFC 태그 한글 놀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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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재미 쑥~ 한글공부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국어

단원

2. 재미있게 ㄱㄴㄷ

차시

2/3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초등학교 1~2학년군 / 3. 마음을 나누어요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이웃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나눌 수 있다.

학습목표

•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NFC 태그놀이를 준비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준비물

여름에 볼 수 있는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창의적 설계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보기

감성적 체험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놀이 카드놀이 준비하기

교사

여름철 동식물 사진 자료,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0)

학생

NFC 카드, 8절지 도화지, 포스트잇, 사인펜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글자 표기와 발음이 다른 낱말을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

5‘

자료 및 유의점

Ÿ 8절지 도화지,
필기도구,

민수는 한글을 알지만 받아쓰기를 할 때 맞춤법을 알지 못해 소리

트

나는 대로 적어서 다 틀리곤 합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빨간 펜으로

※ 포스트잇에 적

표시해주는 부분이 많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합니다. 조금씩 연습을 하

도입

포스

어 도화지에 붙

지만 많이 지루하고 재미있지 않아요. 단어나 문장을 올바르게 읽고 적

인다.

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나만의 한글 공부 도구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도구를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학생들에게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물의 이름을 적도록
해보고, 표기와 발음이 다르기에 정확한 낱말을 표기하는 것을 스스로 찾
아내도록 한다.
여름에 되면 변화하는 자연 현상 탐색하기
▣

15‘

Ÿ 동식물 영상 및
사진자료

여름이 오면 주변의 생물과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 모둠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여름이 되면 변화
※ 여름과 관련이

하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낱말을 찾아 적는다.

전개

- 8절지 도화지에 포스트 잇, 사인펜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마인드맵으로

없는 내용이 나

정리한다.

와도 현재 문화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 변화가 일어나는 날씨(기

와 많이 거스르

온, 밤과 낮의 길이, 강수량, 바람 등), 음식, 도구, 운동, 사람들의 옷차림

지 않으면 학생

등으로 나누어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의 발표한 내용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이름 알아보기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식물 이름 알아보기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옷, 신발 알아보기
- 여름이 되면 사용하는 도구와 물건 이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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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한다.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 알아보기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보기

15‘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식물 이름 알아보기
-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옷, 신발 알아보기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 알아보기 등
지난 시간에 분류했던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정리된 자료가 없
으면 학생들의 발표활동으로 진행한다.

▣

여름과 관련 있는 낱말 중에서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

고, NFC 태그놀이 카드 설계하기
- 교사가 제시하는 여름과 관련 있는 낱말 중에서 틀린 글자 찾아보기
- 틀린 글자를 발견하여 각자 바르게 고쳐 써 보기
- 틀린 글자를 고쳐서 적은 부분이 맞는지 친구들과 확인하기
- 카드에 그릴 그림 그려보기
맞고 틀리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틀린 학생에게는 쉬운 글자를
다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정리

▣ 오늘 정한 단어들로 다음 시간에 NFC 카드에 그림과 함께 단어를 적어
NFC 태그 놀이용 카드를 만들 것임을 미리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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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Ÿ 활동지

1) 여름이 되면 변화하는 자연 현상 관찰할 수 있어요.
2)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식물, 날씨, 음식, 사람들의 옷, 가능한
운동을 나타내는 낱말을 적을 수 있어요.
NFC 카드, 활동지, 8절지 도화지, 포스트잇, 사인펜

1. 글자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생각과 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오해가 생겨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2. 여름이 되면 변화하는 자연 현상과 우리 주변의 생활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적어봅시다.
(포스트 잇에 낱말을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도화지에 붙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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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적은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나누어 볼까요?. 포스트잇에 적인 내용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나누어봅시다.

여름과 관련된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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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름과 관련된 글자 중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글자를 선택해 볼
까요? 친구들을 위해 여름과 관련된 단어를 문제로 내 보세요.
(친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개 낱말은 틀린 글자로 적어 보세요)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예시>
여름에 사용하는
물건

부채

선푸기

여름에 사용하는
물건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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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아이스박스

여름에 할 수
있는 운동

수영

계곡 물노리

보트

윈드서핑

수박

포도

토마토

복숨아

해바라기

봉선화

나판꽃

맨드라미

여름에 할 수
있는 운동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여름철 과일

여름철 과일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여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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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입는 옷

수영복

반소매

장화

모장

노린재

매리

무당벌레

사슴벌레

여름에 입는 옷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그림카드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4. 위에 우리가 만든 문제들을 NFC 카드에 단어에 알맞은 그림과 함께 적어 보세요.

그림

그림

단어

단어

※ NFC 카드 위쪽에는 그림을, 아래쪽은 낱말을 써 보세요.

34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여름에 볼 수 있는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

▸ 설명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기준에 따라 나누어보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 설명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보기

기준에 따라 나누어보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

그놀이 카드놀이 준비하기

그놀이 카드놀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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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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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학생 활동결과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 설명 : 틀린 글자를 찾아서 고쳐 써 보고, NFC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태그 카드놀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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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 수업의 흐름
순

1

활동명

활동 요약

어색한 낱말을
찾아요.

✔ 지난 시간 활동지를 보고, 모둠별로 정한 단어와 그림들을 살펴보기
여름음식
이름

2

NFC 카드
제작하기

미숫가루

수박화채

냉면

팥빈수

여름음식
그림카드

✔ 낱말찾기 놀이를 위해 NFC 카드 만들기

우리 모둠 NFC
3

낱말박사
<창의적 설계>

✔ NFC 카드를 이용하여 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 놀이하기

스마트한
4

낱말박사 놀이
경험 발표

✔

NFC 낱말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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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스마트한 낱말박사, NFC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국어

단원

2. 재미있게 ㄱㄴㄷ

3/3

• 2015개정교육과정 / 국어 / 초등학교 1~2학년군 / 3. 마음을 나누어요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여름

•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학습목표

• NFC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잘못 쓴 글자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준거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정한 단어와 그림들을 살펴보기

창의적 설계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감성적 체험

NFC 카드를 이용하여 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 놀이 후 느낌 나누기

교사

준비물

학생

여름에 볼 수 있는 생물 사진, 여름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다양한 낱말 카드,
수업PPT(http://cafe.naver.com/humansteam/80)
NFC 카드, 네임펜, 스마트폰, NFC 스탬프 앱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도입

차시

(분)

▣ 지난 시간 활동지를 보고, 모둠별로 정한 단어와 그림들을 살펴보기

5‘

▣

20‘

NFC 카드에 그림과 함께 단어를 적어 NFC 태그 놀이용 카드

자료 및 유의점

Ÿ 활동지,
NFC 카드, 네임펜

만들기
-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정한 단어와 그림들을 살펴보기
학생들은 NFC 카드에 낱말과 그림을 그리고, 교사는 NFC 스탬프 앱
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정한 낱말들을 입력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Ÿ NFC 낱말카드,

10‘
▣

스마트폰

NFC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한 낱말박사(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 놀이하기
- 여름과 관련되는 그림 자료와 낱말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 스마트폰

전개

에 낱말카드를 태그 한다.

Ÿ 활동지, 코너별

- NFC 낱말카드와 스마트폰 태그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하도

여름에

록 한다.

관련된

사진, 그림, NFC
카드, 여름에 볼

모둠별로 ‘초기화키(마스터 카드)’는 조장이 목걸이형 명찰에 끼워서

수 있는 생물 사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다른 모둠 친구들이 와서 태그놀이를 시작할 때,

진,

가장 먼저 스탬프 앱을 켠 스마트폰을 ‘초기화키(마스터 카드)’에 댄 후

카드

다양한 낱말

시작하도록 한다.
Ÿ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놀이가 진행되지 않고, 준비된 코너마다 방문하
여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여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인별 점수가
아닌 모둠별 활동이 강조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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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낱말카드,

스탬프 앱

NFC

NFC

- 코너 마다 준비된 문제를 풀고, NFC 낱말카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틀
린 글자를 찾아낸다. 그리고 틀린 글자를 바르게 적는 활동을 통해 학생

※ 학습한 내용을

들이 읽기, 쓰기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바탕으로 학생들
이 직접 자료를
찾아 해결할 기

① 아래 표와 같이 활동 칸이 있는 학습지를 받는다.
여름철
음식 이름

미숫가루

수박화채

냉면

회를 제공한다.

팥빈수

여름철
음식 사진

② 음식, 동물, 식물, 입는 옷, 운동별 코너를 방문한다.
③ 적혀진 낱말과 사진(그림)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글자가 틀린 경우) NFC
낱말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 한다.
④ 틀린 글자를 바르게 고쳐서 적는다.
⑤ 모든 코너에 참여한 후,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다.
친구들과 협동하여 모든 활동을 해결한다. 학생들이 활동이 쉽다고
인식되면, 학습지의 마지막 칸을 빈 공간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
로 문제를 내는 것으로 진행하여도 좋다.
스마트한 낱말박사(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 놀이 경험 발표하기
▣

정리

NFC 낱말카드를 사용하여 문제해결 경험을 발표하기

- NFC 낱말카드를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 NFC 낱말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상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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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결과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다.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으며,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
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건들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경우를 다양하게 설명하며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며 활동에 참여한다.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생물과 물건들을 분류할 수 있
으며,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건들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경
우를 설명하며, 친구들과 협력하며 활동에 참여한다.

○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생물과 물건들을 분류하지 못하
며,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읽지만 쓰는 것을 어
려워한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건들이 우리 생활에 이
용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한
다.

△

• 여름과 관련된 다양
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잘못 쓴 글
자를 찾아 바르게 고
쳐 쓸 수 있다.
• 첨단기술이 우리 생
활에 적용되는 이해할
수 있다.

평가방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 (통합)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과 물건들을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다.
평가방법

• (통합) 첨단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이해할 수 있다.
• (국어) 여름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 (국어) NFC 카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잘못 쓴 글자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과정중심
평가계획

도달

• 계절에 따른 다양한 생활모습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정확한 낱말을 이용한 문장을 읽고 쓰도록 돕는다.

• 정확한 낱말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맞

환류계획
미도달

는 책을 선택하여 천천히 읽도록 돕는다.
• 여름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4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사진자료
를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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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이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식물, 날씨, 음식, 사람들의 옷, 가능한
운동을 나타내는 낱말을 적을 수 있어요.
2) 스마트한 낱말박사(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놀이를 해요
NFC 카드, 네임펜, 스마트폰, NFC 스탬프 앱

1. NFC낱말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한 낱말박사(틀린 글자와 맞는 글자 찾기)놀이를 해요.
지난 시간에 만든 한글공부를 위한 NFC카드를 완성해 봅시다.

그림

그림

단어

단어

2.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NFC 낱말카드 코너를 방문하여, 모둠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에
태그해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43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글자가 맞나요?

(○, ×)
틀린 글자 바르게
고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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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여름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잘못 쓴 글자를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찾아 고쳐 쓰기

카드 만들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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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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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 설명 : 학생 NFC 카드 제작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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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여름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잘못 쓴 글자를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찾아 고쳐 쓰기

카드 만들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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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여름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잘못 쓴 글자를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찾아 고쳐 쓰기

카드 만들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산출물명 : 수업적용 활동사진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 설명 : 잘못 쓴 글자를 찾아 고쳐 써 보는 NFC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카드 만들어 놀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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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C 스탬프 다운받기

➜
➜
NFC를 사용하기 위해선

PlayStore에서 NFC 스탬

스마트폰에서 NFC를 활

NFC 스탬프를 실행한다

프 앱을 다운로드 한다.

성화 하고 읽기/쓰기 모

(무료로 사용가능함).

드로 바꾼다.

2. NFC 스탬프 앱 실행하고 초기 환경설정하기

➜





➜

NFC를

초기화면에

앱

사용법이 설명된다.
우측상단 메뉴버튼을 누
른다.

메뉴에서 스탬프 작성을
누르면, 초기화면에 초
기화키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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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메뉴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누른 후, 틀린
낱말카드에 들어갈 올바
른 이름을 입력한다.

같은 방법으로, [추가]를 눌러 틀린낱말 카드에 붙일 NFC 낱말카드의 이름을 추가한다.

① NFC로 낱말카드를 만든다
② 낱말카드 앞면에는 틀린 글자로 이름표를 붙인다.
③ 스탬프 앱으로 NFC낱말을 추가할 때 올바른 글자로
등록한다.
④ 나팔꽃, 모자, 매미로 등록된 NFC카드를 제작한다.

3. NFC 낱말카드에 정보기록하기 (NFC스티커가 있어야 한다.)



➜

➜

사용할 NFC 낱말카드 이

초기화면에서 [초기화키]

초기화키를 등록하고 난

름을

이제

를 누른 후, NFC 낱말카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정보를

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

그 다음 낱말카드을 차례

여 쓰기 한다.

로 등록한다.

NFC

추가했으면,
낱말카드에

저장한다.

모든 NFC 낱말카드에 정보를 다 기록하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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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C낱말카드 사용하기(학생 및 활동 체험대상자)



➜

➜

교사 혹은 관리자가 등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면

틀린 낱말카드를 찾아

록해 놓은 [초기화키]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

서 태그하면 올바른 낱

학생들이

우는

말카드가

태그한다.

스마트폰으로

등록된

낱말찾기

스탬프북이 뜬다.
앱이

없으면

만약

스토어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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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다.

스마트폰에

<1차시>
학교 가는 길 삽화(2015 개정교육과정 여름 1-1 교과서 삽화 20~21)
자 삽화 – http://m.blog.naver.com/o_olms/220146776148
교통카드 사진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166109)
티머니 사진자료 - http://freeroute.tistory.com/287
NFC이용사례 - http://it.donga.com/17147/
NFC 칩 사진 자료 - http://smartdevice.kr/1798
스마트 밴드 사진자료- http://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51
도어록 사진자료-http://www.kbench.com/?q=node/97211
NFC 적용사례 : pipopipo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pipopipo&logNo=120203024982
&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
source%3Dimages%26cd%3D%26ved%3D0ahUKEwimj-ONvb_XAhWJkZQKHaZWBbkQjxwIAw%26url%3Dhtt
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gopipopipo%252F120203024982%26psig%3DAOvVaw1oWS2X
yNyUxzvcm96AXDsA%26ust%3D1510797395132472#)
NFC 활용모습 : 이수경 (https://besuccess.com/2013/06/brandom-zzim/)

NFC Tools : creative energy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hgyu15.nfc_stamp)

<2차시>
포스트잇 이미지 : clipart (http://kr.clipart.me/business-finance/post-it-note-paper-with-pins-shopping-tags-vec
tor-free-28801)
여름이 되면 삽화(2015 개정교육과정 여름 1-1 교과서 삽화 86~87)
선풍기, 팥빙수, 냉면, 보트, 바다 수영, 계곡 물놀이, 부채, 반소매, 수영복, 우산, 모자 – 2009교육과정 1-1 통
합(여름) 전자저작물
무당벌레, 사슴벌레, 노린재, 매미, 복숭아, 수박, 토마토, 포도, 수박화채, 미숫가루- 2009교육과정 2-1 통합(여
름) 전자저작물
NFC이용사례(핸드폰) - http://lalawin.com/entry/Galaxynote3-NFC
윈드서핑 사진: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cid=40942&imageUrl=http%3A%2F%2Fdbscthumb.phinf.naver.net%2F276
5_000_1%2F20131014171950013_10LR3VKZQ.jpg%2F338183.jpg%3Ftype%3Dm4500_4500_fst%26wm%3DN&categoryId=31988
&docId=1131984
에어컨사진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452047&memberNo=25381830&vType=VE
RTICAL
아이스박스 사진: http://shopping.naver.com/detail/lite.nhn?nv_mid=10551898904&frm=NVSCIMG

NFC 스탬프 활용방법 : creative energy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hgyu15.n
fc_stamp)

<3차시>
팥빙수, 냉면 – 2009교육과정 1-1 통합(여름) 전자저작물
수박화채, 미숫가루- 2009교육과정 2-1 통합(여름) 전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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