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영양교육 지도안

교 과 영양 차시(시간) 블록수업(80분) 

학습대상 6학년 장 소 해당 교실

학습주제 한돈 웰빙 주먹밥 만들기

학습목표

① 한돈을 주재료로 하는 여러 가지 한돈 요리를 알 수 있다.(지식)

② 한돈을 주재료로 하여 영양이 풍부한 주먹밥을 만들 수 있다.(기능)

③ 한돈의 웰빙 부위를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다.(태도)

자료(교재)

및 학습도구

- 교사 : 밥, 다진 한돈볶음, 검정깨, 토마토, PPT, 한돈음식사진, 한돈웰빙부위사진

- 학생 : 모듬활동지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사 도움활동 학생 참여활동

도입

n 「꿈․돈․복․저금통」단어 제시하기

T. 이 낱말을 보고 떠오르는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o 제시된 단어 주의깊게 보기

S1. 소일 것 같습니다. 

S2. 돼지일 것 같습니다.

S3. 닭일 것 같습니다.

5’

PPT

(단어제시)

T.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말해봅

시다.

S1. 돈가스가 있습니다. 

S2. 족발이 있습니다.

S3. 탕수육이 있습니다.

T.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관하여 공

부하면 좋을까요?

S1. 돼지고기에 대해 공부할 것 같습

니다.

S2.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에 대해 

공부할 것 같습니다.

n 학습문제 제시하기 o 학습문제 확인하기 판서자료

한돈의 영양과 우수성을 알고 웰빙부위를 
이용한 한돈요리를 만들 수 있다. 

전개

T. 한돈 웰빙부위의 이름을 발표해 

봅시다.

S1. 앞다리가 있습니다. 

S2. 등심이 있습니다.

S3. 안심이 있습니다.

S4. 뒷다리가 있습니다.
30’

판서 붙임자

료(웰빙부위)

T. 한돈 웰빙부위의 좋은 점에는 무

엇이 있었나요?

S1.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합니다. 

S2. 칼로리가 낮습니다.

S3. 단백질이 많습니다.

S4. 단백질과 비타민B1이 풍부합니다.

판 서 붙 임 자

료(웰빙부위

우수성)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사 도움활동 학생 참여활동

전개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비타민B1↑

T. 한돈의 우수성을 생각하여 이행시

를 지어봅시다.

□ 한돈 이행시 써 보기
활동지

(한돈이행시)

T. 한돈을 주제로 한 이행시를 발표

해 봅시다.

S1.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식품, 

    돈이 들어오는 복된 동물

S2. 한돈은 지방이 적습니다. 

    돈돈돈이 생각납니다.

T. 한돈을 이용한 음식을 먹어본 경
험을 발표해 봅시다.

S1. 탕수육이 있습니다. 

S2. 돈가스가 있습니다. 

T. 그 밖에 더 만들 수 있는 한돈웰
빙 요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S1. 안심으로 만든 안심돈가스가 있

습니다.  

S2. 한돈웰빙부위를 다져서 만드는 

한돈주먹밥이 있습니다.

■한돈 주먹밥 만드는 법 설명하기 □ 한돈 주먹밥 만드는 순서 확인하기

30’

T.한돈 주먹밥을 만들어 봅시다. □ 한돈 주먹밥 만들어 본다. PPT

  만드는 순서

  1. 다진 한돈은 불고기 양념하여 볶아서 준비한다.

  2. 돼지모양틀에 랩을 씌우고, 밥을 꼭꼭 눌러 넣고, 밥 속에       

볶은 한돈을 넣고 흰밥으로 씌운다.

  3. 돼지모양틀을 제거하여 돼지모양주먹밥을 만든다.

  4. 검정깨로 눈, 슬라이스 햄으로 코를 만들어 붙여 돼지주먹밥을       

완성한다.     

볶 은 한 돈 , 

밥, 토마토, 

검정깨, 도

마, 일회용장

갑

■한돈주먹밥을 먹어봅시다. □ 친구에게 먼저 주고 먹는다.

T. 친구와 한돈 웰빙 주먹밥을 먹어

본 소감을 말해봅시다.

S1. 한돈웰빙부위로 만든 주먹밥을 

먹으니 기름기가 적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니 더 맛있었습니다.

S2. 돼지모양으로 만들어 먹으니 색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사 도움활동 학생 참여활동

전개

T.[확장활동]
  여기 한돈웰빙부위로 만든 도시락

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발표해 봅시
다.

□ 생각해보기 한돈 도시락

T. 작성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S1. 요리이름은 웰빙수육으로 뱃살나온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

니다.
S2. 요리이름은 웰빙한돈 돈가스이

고 동생에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
다.

S3. 웰빙한돈주먹밥을 다이어트하는  

   누나에게 주고 싶습니다.

정리

T.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발

표해 봅시다. 

  한돈은 ○○을 전합니다. 

S1. 한돈은 ‘마음’을 전합니다.

S2. 한돈은 ‘정성’을 전합니다.

S3. 한돈은 ‘건강’을 전합니다.

10’

■ 한돈웰빙 부위 바르게 알고 먹기  

실천 약속하기

□ 한돈웰빙 부위 바르게 알고 먹기 

발표해보기

나 ○○○는 월요일마다 한돈웰빙부위를 먹도록 
실천하겠습니다.

T. 오늘 공부하면서 알게된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을 말해봅시다.

S1. 한돈 웰빙부위를 새롭게 알게 되

었습니다.

S2. 한돈주먹밥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S3.건강을 위해 한돈웰빙부위를 먹

어야 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5’

T. 한돈은 생으로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지만, 가공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

다.

T. 다음시간에는 한돈으로 만든 가공식

품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한돈 웰빙요리로 마음 전하기

- 한돈 웰빙부위로 만든 도시락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 생각한 내용을 발표해 보기

- 준비물 : 한돈웰빙도시락

- 유의점 :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감동 깊게 발표한 학생

에게 한돈 웰빙도시락을 선물로 준다.

□ 모둠활동 소개

모둠활동 명 한돈 웰빙 주먹밥 만들기

모둠별 인원 4명(총 7모둠) 소요시간 30분

활동목표 한돈 웰빙 주먹밥을 만들 수 있다.

활동내용 한돈 웰빙 주먹밥 만들기

활동방법

① 한돈 웰빙 주먹밥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 다진 한돈 웰빙부위로 불고기 양념하여 볶기

- 모양 틀에 랩을 씌우고, 밥을 꼭꼭 눌러서 넣기

- 밥 속에 ②의 볶은 한돈을 넣고 흰밥을 씌우기

- 틀 제거하여 모양잡기

- 검정깨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슬라이스 햄을 이용하여 코를 만들어 붙인다.

② 한돈 웰빙 주먹밥을 친구에게 먼저 주고 먹는다.

③ 친구와 한돈 웰빙 주먹밥을 먹어본 소감을 말해 본다.

④ 한돈 웰빙부위로 만든 도시락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발표한

다. 

활동자료 - 교사 : 볶은 돼지고기, 밥, 슬라이스햄, 검정깨, 도마, 돼지모양틀, 일회용장갑

□ 확장활동 및 유의점



□ 평가 계획

평가목표 평가기준 도구

여러 가지 한돈 요리를 알고 한돈 

주먹밥을 만들 수 있으며, 한돈웰

빙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상

한돈 영양 및 우수성을 정확하게 알고, 

한돈웰빙주먹밥을 만들 수 있으며, 한돈

웰빙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였다.

관찰, 

누가기록

중

한돈 영양 및 우수성을 알고 한돈웰빙주

먹밥을 만들 수 있으며, 한돈웰빙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였다.

하

한돈 영양 및 우수성을 잘 알지 못하며, 

한돈 웰빙 주먹밥을 만들 수 있으나, 한

돈 웰빙부위를 먹는 식습관 형성은 미흡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