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수업 모델
『 달라서 빛나는 우리, 함께 걸어요. 』
학생활동 지②

SG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연구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1~2차시용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친해지기
초등학교

생각씨앗

학년

반

번

이름 (

)

평소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을 나눠봅시다.

어떤 픽토그램일까요? 제목과 의미를 이유와 함께 발표해 봅시다.
◎ 제목은 무엇일까요?

◎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 선생님의 설명 후 알게된 점

벙어리 장갑의 새 이름을 지어볼까요?
◎ 벙어리 장갑 표현을 바꿔 봅시다.

◎ 결정장애 표현을 바꿔 봅시다.

◎ 눈뜬장님 표현을 바꿔 봅시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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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마크를 비교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구분

국제표준화기구(ISO)

뉴욕시 장애인 마크

마크

느낌

선호도

생각새싹

장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 나라 장애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조사해 봅시다.

조사 결과를 패들렛( )에 탑재하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친구들의 글에 답글을 적고 소통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관련
기사를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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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 알아 봅시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무엇인가요?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무엇인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Design)의 사례를 찾아 봅시다.

Free),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할 것 같은 점을 찾아보고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봅시다. 활동
지에 구상도를 작성해도 되고 스마트패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제
목
◎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요?

구
상
도

◎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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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과학자의 위대한 강연 』
Fa m e La b 과

3~4차시용
초등학교

생각씨앗

학년

반

친해지기

번

이름 (

)

위대한 강연 주제 정하기

재미있는 주제를 떠올려, 과학 강연을 준비해 봅시다.
◎ 나의 주제

생각새싹

꼬마 과학자의 위대한 강연 준비하기

※창의적인 탐구주제가 당장 떠오르지 않는 다면, 다음 주제들을 참고하여 발전 시켜 보세요
1. 어떻게 하면 칫솔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2.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종류가 자랄까?
3.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멀리 날수 있을까?
4. 개아재비는 어떻게 더러운 물에서도 살수 있을까?
5. 산성비는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왜 과일주를 만들 때에는 소주만 이용하는 걸까?
7. 통조림 속의 과일은 왜 변색되지 않을까?
8. 터널의 모양은 왜 둥글고, 불빛은 왜 노란색일까?
9. 치약은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0. 왜 가스레인지 불꽃은 원 모양 뿐일까?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사실을 수집해 봅시다.(인터넷, 백과사전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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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매

꼬마 과학자의 위대한 강연 원고 쓰기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 발표는 개인당 3분이하로 준비해 주세요.
- 친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듯 작성해 봅시다.
- 찾아낸 사실과 근거를 이용하여, 친구들이 옳다고 느낄수 있도록 써 봅시다.
- 표정과 다양한 몸짓을 섞어 발표해 봅시다.
◎ 주제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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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No, 배려 YES FameLab 발표 계획서
5~6차시용
초등학교

생각씨앗

학년

반

번

이름 (

)

차별 No, 배려 YES FameLab 준비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FameLab
발표 주제를 떠 올려봅시다. 앞에서 배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또는 유니버
셜디자인(Universal Design)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봅시다.
◎ 나의 주제

모둠별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눈 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봅시다.

생각새싹

모둠별 FameLab 소품 준비하기

FameLab 발표용 소품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해 봅시다.
◎ 모둠 발표 주제

◎ 필요한 재료

◎ 소품을 발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 미리 소품을 간단히 스케치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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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매

모둠 강연용 FameLab 원고 쓰기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 발표는 모둠당 3분 이내입니다.
- 찾아낸 사실과 근거를 이용하여, 친구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표정과 다양한 몸짓 그리고 반드시 ‘소품’을 사용해 발표합니다.
◎ 주제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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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서 빛나는 우리, 함께 걸어요』 캠페인 계획서
7~8차시용
초등학교

생각씨앗

학년

반

번

이름 (

)

캠페인 장소와 시간 정하기

모둠별 캠페인 장소와 시간을 정해 봅시다.
- 캠페인은 교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 하겠습니다.
-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과 정소를 선정합니다.
◎ 일시 :
◎ 장소 :

생각새싹

캠페인 계획서 작성하기

모둠별 캠페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피켓, 포스트잇,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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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매

캠페인 활동 PMI 소감문 작성하기

(Plus) 캠페인 준비 및 활동 과정에서 좋았거나 재미있었던 점을 적어봅시다.

(Minus) 캠페인 준비 및 활동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적어봅시다.

(Interesting) 다음에 내가 총 책임자가 되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
다면 나는 어떻게 싶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봅시다.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며 활동소감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 ESD 역량(사회문제해결역량-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이 개발되었나요?

◎ 프로젝트 전, 후를 비교했을 때, 장애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 그 외 소감을 간단히 적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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