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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지구에게#1.

제목 사랑하는 지구에게 대 주제 지구

목표
그 동안의 환경교육활동을 되돌아보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

영역 과학 도덕 환경/ / 소요시간 분120

유의점 및

기타

퀴즈를 통해 환경상식알기에서 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한다- .

지구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를 되새긴다- .

준비물 활동지 사진들 나무목걸이 씨앗들 목공본드 끈, , , , ,

교육

방법

도입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한 환경주제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기- ?

본 활동

퀴즈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테스트해본다- Yes or No

테스트 결과 발표하기-

우리가 환경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

그동안의 활동 돌아보기 사진모음보기- -

- 활동지 작성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마치며 사랑하는 지구에게 편지쓰기-

마무리

편지 발표-

각각의 활동에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다짐하기

마지막 선물로 나무목걸이 만들어서 환경 파수꾼 메달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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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안 영화 불편한 진실 로 알아보는 지구온난화< > ‘ ’

작성 김혜숙:

대 상1. : 초등학생

학습목표2. : 영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변화 앞으로 일어날 일들‘ ' ,

을 예상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이어지는 수업으로 대안을 찾아, . “

라 라는 모둠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원인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수업내용2.

시 간 내 용 준 비 물

분10

수업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료 지구온, PPT p.2 '

난화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의 생각을 들‘

어본다. 자료PPT ,

불편한 진실 CD

분30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이로 인한 변화 예상되는 문제,

들에 관해 알아본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들. ,

을 찾아본다.

분10 휴 식

분10

기술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

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의 뜻을 설명하고)

현대기술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지 물어본다 학습지를 나눠준.

다.
학습지

서울시 체험환(2005

경교육 자료집 p. 51)

미리 복사 준비
분10 모둠 개인별 원하는 대로 완성하도록 한다/ .

분20
대안을 찾은 모둠부터 완성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서

로의 생각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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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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