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영양교육 지도안

교 과 영양 차시(시간) 1차시 (40분)

학습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장 소 초등학교 교실

학습주제 한돈의 웰빙부위 바르게 알기

학습목표
① 한돈과 한돈의 웰빙부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② 습득한 정보를 통해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자료(교재)

및 학습도구

- 교사 : 돼지모양 교구 (한돈 및 웰빙부위 설명)

          가로세로 퍼즐 (게임을 통한 흥미유발, 이해도 증가)

          제작 UCC (노래를 통한 한돈 홍보 및 마무리)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사 도움활동 학생 참여활동

도입

1. 아이들이 한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2. 이번 수업내용이 한돈에 관련  

  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교구를 가지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준다.

학습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 이

해한다.
5분

전개1

1. 한돈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2. 웰빙부위의 명칭 및 정보를 

설명한다.

① 7가지의 부위 특성을 설명한

다.

② 그 중 웰빙부위 4가지를 강

조한다.

3. 한돈의 영양 및 우수성에 대

한 설명을 한다.

1. 교구를 직접 체험해본다.

-돼지의 몸속을 자동차로 이동  

  하면서 함께 탐험하여 학습효  

  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2. 국산 돼지고기가 한돈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3. 한돈 웰빙부위의 특성 및 

   우수성 인지한다.

4. 한돈의 영양, 우수성에 대해  

   인지한다. 

20분
돼지모양 

교구

전개2

1.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  

   록 한다.

2. 한 문제씩 풀며 같이 정답을  

   맞춘다. 

1. 습득한 내용을 게임을 통해  

   평가하고 이해한다. 

① 모둠별로 문제를 풀어 퍼즐

을 완성시킨다.

② 답을 같이 확인해본다. 

10분
가로세로 

퍼즐

정리

1.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한돈,  

   웰빙부위, 영양과 우수성 등

   을 정리한다. 

2. 아이들에게 UCC를 보여주고  

   한돈송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1. 한돈, 웰빙부위, 영양과 우수  

   성 등을 알 수 있다.

2. 한돈송을 부르며 친근하게   

   인식한다. 

5분
UCC



모둠활동 명 한도니의 웰빙부위를 정복해 보자!!

모둠별 인원 4명 소요시간 10분

활동목표
돼지 모양의 교구를 통해 알게 된 한돈에 대한 지식을 활동지를 통해 얼마나 이해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다.

활동내용 한돈의 웰빙부위에 대한 가로세로퍼즐 활동지를 모둠별로 문제를 풀어 완성한다.

활동방법
1. 모둠별로 가로세로퍼즐 활동지의 문제를 푼다.

2. 가장 먼저 완성한 모둠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활동자료

- 교사 : 한돈웰빙 부위 가로세로판, 한돈 낱말, 소정의 상품(견과류, 다크초콜렛 

등 건강간식)

- 학생 : 한돈에 대한 이해도

활동예시

<가로 문제>

1. 국산 돼지고기를 일컫는 말은?

2. 등심과 뒷다리살을 이용한 요리로 바삭바삭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3.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이 적어 다용도로 조리할 수 있는 부위는?

4. 웰빙부위들은 지방함량이 적어 000부위라고 부른다. 

5. 지방이 거의 없어 장시간 삶으면 퍽퍽해지기 때문에 너무 굽거나 삶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위는?

6. 한돈은 성장기 어린이, 학생, 수험생의 영양식으로 좋으며 어린이의 0000에 유리하다. 

<세로문제>

1. 우리땅, 우리물, 우리공기, 우리햇빛에서 자랐으며 마스코트인 돼지캐릭터의 이름은?

2. 살집이 두텁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내는 요리에 적합하며 단백질, 비타민B1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회복제라고도 불리는 부위는?

3. 한돈의 뜻은?

4. 웰빙부위들은 지방함량이 적어 000부위라고 부른다. 

5. 등쪽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근육으로 부드러운 부위로 체중조절 시 섭취하기 적합한   

부위는?

6.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고 이물질 또는 질병 검사를 하여 000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7. 안심을 이용한 음식으로 짜장면과 같이 먹으며 중국집에서 판매하는 메뉴는?

□ 모둠활동 소개



돼지의 부위별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웰빙부위의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

어야 하며 학생들이 게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여야 한다. 

돼지교구를 이용하여 부위를 설명한 뒤 한돈의 웰빙부위를 주제로 만든 ucc를 틀어주며 학생들이 

귀에 익게 만들어 준다.

ucc를 쉽게 외우기 하기 위해 팀당 한명씩 웰빙부위를 맡아서 외우도록 하여 게임에 대해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배운 웰빙부위 노래를 가족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한돈 웰빙부위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한다.

□ 확장활동 및 유의점

□ 평가 계획

평가목표 평가기준 도구

한돈과 한돈의 웰빙부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가로세로 퀴즈를 통한 정답율 가로세로 퀴즈

or

평가목표 평가기준 도구

한돈과 한돈의 웰빙부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상

한돈과 한돈 웰빙부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관찰, 

누가기록
중

한돈과 한돈 웰빙부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하

한돈과 한돈 웰빙부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며, 식생활에 적용하는데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