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사례명
학교급
과목
학년
학습주제
학습목표

<수업 개요>

우리 지역 탐방 보드게임 만들기
☑ 초등학교
☑ 중학교

실과, 정보

☐

고등학교

초6, 중3
지역 탐방 보드게임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게임 규칙 설명하기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 탐방 보드게임의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할 수 있다.
[6실04-08]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성취기준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 개념설명형(지식전달)
의사결정형(토의토론)
교수학습 ☑
문제해결형(탐구, 프로젝트)
활동 유형 ☑
☐ 직･간접체험형(실험, 실기)
☑ 놀이활동형
☑ 의사소통형(협업, 의견수렴 등)
형성평가 ☐ 학습확인형(퀴즈 등)
활동 유형 ☑ 포트폴리오형(프로젝트 등)
☐ 실험실습형(실기 포함)
활용도구 ☑ 구글 폼, 잼보드, 루시드차트, 멘티미터
☑ 영상(ebs 소프트웨어, ebs 클립뱅크 등)
활용 콘텐츠 ☑ 이미지(컴퓨팅 사고력 평가를 위한 검사지)
☑ 게임(온라인 루미큐브)
☐ 교사 1기기(학생 기기 미활용)
모둠형 기기(학생 모둠별 1기기)
기기환경 ☐
☑ 학생 개인별 기기(학생 1인당 1기기)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계

<중학교 수업 구성>

수업 내용
목표 안내: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차시> ▸▸ 학습
활동
문제 상황 분석 및 알고리즘 구상 연습 ➊
수업 안내 (‘배고픈 안내:
햄스터’ 문제 상황 분석하고 모둠별 알고리즘 구상하기)
▸ (도입 영상) 영상을 보고 일상 생활의 알고리즘 사례 떠올리기
▸ (구글 폼 활용)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기

도입

▸ (배고픈 햄스터 문제 이미지) 주어진 문제 상황 분석하기
▸ (구글 폼 활용)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수행 작업 작성하기

전개 1

▸ (루시드차트 활용) 모둠별 알고리즘 구상하기
※ 루시드차트: 순서도를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그릴 수 있는 온라인 협업 도구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모둠별 협업 URL 공유 필요)

전개 2

정리

▸ (루시드차트 활용) 모둠별 알고리즘 발표하고 피드백하기

단계

수업 내용
목표 안내: 알고리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 학습
안내: 문제 상황 분석 및 알고리즘 구상 연습 ➋
수업 안내 (‘우편활동배달부’
문제 상황 분석하고 모둠별 알고리즘 구상하기)
▸ (도입 영상) 영상을 보고 알고리즘의 명확성 이해하기
▸ (구글 폼 활용) 주어진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의 문제점 분석하기

도입

▸ (배고픈 햄스터 문제 이미지) 주어진 문제 상황 분석하기
▸ (구글 폼 활용)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수행 작업 작성하기

전개1

▸ (루시드차트 활용) 모둠별 알고리즘 구상하기
※ 루시드차트: 순서도를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그릴 수 있는 온라인 협업 도구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모둠별 협업 URL 공유 필요)

전개2

정리

▸ (루시드차트 활용) 모둠별 알고리즘 발표하고 피드백하기

단계

수업 내용
<3, 4차시> ▸ 학습 목표 안내: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할 수 있다.
수업 안내 ▸ 활동 안내: 우리 지역 탐방 보드게임 만들기
▸ (온라인 루미큐브 게임) 튜토리얼을 보고 게임 규칙 이해하기
▸ (구글 폼 활용) 이해한 게임 규칙 작성해보기

도입

▸ (잼보드 활용, 실시간 협업) 모둠별 브레인스토밍, 역할 분담 및 자료 수집하기

전개1

▸ (잼보드 활용, 실시간 협업) 온라인으로 보드게임 함께 구상하기
▸ (잼보드, 루시드차트 활용) 게임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함께 표현하기

전개2

정리

▸ (잼보드 활용) 모둠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 요약하여 발표하기

단계

수업 내용
<5, 6차시> ▸ 학습 목표 안내: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분석할 수 있다.
수업 안내 ▸ 활동 안내: 다른 모둠의 보드게임 규칙을 읽고 플레이 하기
▸ (도입 영상) 진라면 보드게임 알고리즘이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생각해보기
▸ (구글 폼 활용) 보드게임 알고리즘,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도입

▸ 다른 모둠의 보드게임 규칙을 읽고 플레이 해보기
※ 오프라인 수업으로서 수업 전 모둠별 보드 게임판을 적절한 실물 사이즈로
인쇄하여 부수 기재와 함께 제공한다.
▸ (루시드차트 활용) 보드게임 규칙 읽고 알기 어려운 부분 피드백하기

전개1

▸ (멘티미터 활용) 보드게임 투표하기
※ 보드 게임의 재미 뿐만 아니라 게임 규칙을 효율적이고 명확한 알고리즘으로
작성하였는지 동료 평가하기

전개2

정리

▸ 모둠별 격려 및 포상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