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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동영상강의
www.wesaem.co.kr

위재권

편저

5권

실과
체육

실과 이 책의 특징
1ㆍ내용 체계표 + 교과서 연계
2ㆍ성취기준 + 교과서 연계
3ㆍ실습과 관련된 큐알코드 제시
4ㆍ검정 지도서 각론 교수·학습 보충자료 완벽 분석

체육 이 책의 특징
1ㆍ내용 체계표 + 교과서 연계
2ㆍ성취기준 + 교과서 연계
3ㆍ검정 지도서 각론 완벽 분석

초등ㆍ초등특수 교사임용시험 대비

실과 체육
지도서
각론 구조화

지도서

각론편 [2015개정]

각론 뽀개기

실과 5 - 6 각론 뽀개기
1. 내용 체계표 + 교과서 연계
2. 성취기준 + 교과서 연계
3. 실습과 관련된 큐알코드 제시
4. 검정 지도서 각론 교수 · 학습 보충자료 완벽 분석

실과

★=초등 기출 ♥=초특 기출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
➊ 내용 체계 / 성취기준

➋ 생활 소품 만들기

● 내용 체계
영역

● 옷이나 생활 소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핵심
개념
생활

가정생활과

79

내용 요소

일반화된 지식

초등학교(5~6학년)

의식주 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일은 창의적인 가정생활 문

∙ 균형 잡힌 식생활

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이다.

∙ 식재료의 특성과 음식의 맛

문화

우리가 입는 옷이나 가방, 모자와 같은 생활 소품은 대부분 직물이나 편물로 만들어집니다. 직물은 가로 방향의 씨실
과 세로 방향의 날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차해 만든 옷감이고, 편물은 뜨개실을 대바늘이나 코바늘 등으로 엮어
만든 옷감입니다.
옷이나 생활 소품은 직물을 용도에 맞게 잘라 바느질하여 만들거나 편물을 뜨개질로 엮어 만듭니다.

∙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 생활 소품 만들기

안전
안전

개인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능

∙ 안전한 옷차림

력과 태도는 가정생활의 건강함과 질을 향상시킨다.

∙ 생활 안전사고의 예방
∙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

● 성취기준

[6실02-05]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6실02-06] 간단한 생활 소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6실02-09]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
[6실02-10]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준비･조리하여 평가한다.

➌ 생활 소품 만들기

➍ 생활 소품 만들기

● 손바느질을 배워 간단한 수선을 해 볼까요?

●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손바느질은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옷감을 꿰매는 활동입니다. 손바느질을 배우면 옷의 솔기가 터지거나
단추가 떨어졌을 때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어 의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 소품을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이용해 만든 의복과 소품 등은 직물이나 편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물은 일반적인 옷감을 가리키고, 편
물은 뜨개질하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의복을 만들 때에는 입는 사람을 고려하여 옷감을 선택한 후, 치수를 재고 본뜨기를 합니다. 옷본을 이용하여 천을
마름질하고, 봉제하는 작업을 거쳐 의복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의복은 입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계획하기 : 옷을 입을 사람의 체형, 움직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옷을 만들지 생각합니다.
② 디자인하기 : 옷감의 소재를 정하고 디자인합니다.
③ 치수 재기와 마름질하기 : 옷을 입을 사람의 치수를 재고, 옷본을 뜹니다. 그에 맞게 옷감을 자릅니다.
④ 시침바느질하기 : 임시로 듬성듬성 바느질하여 대략적인 옷 모양을 맞춥니다.
⑤ 보정하기 : 옷을 입을 사람의 몸에 시침바느질 한 옷감을 대어 잘 맞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⑥ 봉제하기 : 재봉틀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옷을 완성합니다.

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위쌤닷컴(www.wesaem.com)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실과

★=초등 기출 ♥=초특 기출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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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생활 소품 만들기 - 단추달기

단추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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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출 ♥=초특 기출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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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생활 소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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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출 ♥=초특 기출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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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생활 소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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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출 ♥=초특 기출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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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생활 소품 만들기

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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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뜨기 안뜨기

[초등] : http://band.us/@wesaem1ta3pi

[초특] : http://band.us/@wesaemspecial1ta3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