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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원 안내
1. 초등(일반)

구분 학년 학기 단원 콘텐츠 수

사회

3학년 1학기 2.우리가 알아보는 고향이야기
13

3학년 2학기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학년 1학기 2.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2

5학년 2학기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9

과학

3학년
1학기

1.동물의 한살이

404.지구의 모습

2학기 1.동물의 생활

4학년 1학기
1.지층과 화석

16
2.식물의 한살이

5학년
1학기 3.태양계와 별

10
2학기 2.생물과 환경

6학년
1학기 2.지구와 달의 운동

6
2학기 4.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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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특수)
구분 학년 단원 콘텐츠 수

과학

3~4 학년

3.우리 몸 3

5.생활 속 물체 7

6.동물 살펴보기 15

3.우리 주변의 식물 8

4.다양한 물 6

6.공기의 흐름 12

8.전기 기구 9

5~6 학년
(나)

7.식물의 한살이 1

8.지층의 모양 3

3.동물의 생활 3

8.지구와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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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 콘텐츠 목록 안내
1. 사회
학년 학기 　콘텐츠1 　콘텐츠2 　콘텐츠3 　콘텐츠4

3학년

1학기 첨성대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수막새기와

2학기

주먹도끼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

청동거울, 반달 돌칼 철제 소도 철제 소도

맷돌 가마솥 　 　

4학년 1학기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예산 수덕사
 대웅전 　 　

5학년 2학기

비파형동검 비파형동검 비파형동검 　

진흥왕 순수비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백제금동대향로 　 　 　

산조가야금 판갑옷 판갑옷 　

첨성대 　 　 　

다보탑 석가탑(불국사 
삼층석탑) 　 　

석굴암 본존불 　 　 　

미륵사지 석탑 황룡사지 9층 
목탑 석굴암 본존불 　

청자상감국충문
매병

청자상감운학문
매병뚜껑 　 　

청자 상감운학국화문 병형 
주전자

청자 투각 
고리무늬 의자

청자음각작약문
탁잔

청자 복숭아 
모양 연적

청자 기린형 
향로

청자 퇴화문
두꺼비모양 벼루
　

합천해인사대장경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 　 　

혼천의 　 　 　

앙부일구 앙부일구2 앙부일구세트 　

자격루 　 　 　

세종대왕 　 　 　

분청사기 인화
국화문태항아리 백자 달 항아리 백자철화초문병 백자흑상감당초

문대접
이순신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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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학년 학기 　콘텐츠1 　콘텐츠2 　콘텐츠3 　콘텐츠4

3학년

1학기

사자 암컷 사자 수컷 꿩-암컷 꿩-수컷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가시고기 바다거북 　 　

배추흰나비 배추흰나비 알 배추흰나비 
애벌래

배추흰나비 
번데기

잠자리 개구리 닭 　

대왕고래 개(불독) 고양이(뱅갈 
고양이) 　

지구 　 　 　

달 　 　 　

2학기

달팽이 황소 너구리 뱀

독수리 매미 참새 나비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물방개

조개 게 돌고래 거북

오징어 고등어 가오리 전복

4학년
1학기

지층생성과정 　 　 　

이암 사암 역암 　

어류화석 삼엽충화석 고사리화석 조개

어류화석 삼엽충화석 고사리화석 산호화석

2학기 수박의 씨앗 호두의 씨앗 감의 씨앗 사과의 씨앗

5학년
1학기

태양계 행성 
순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2학기 북극곰 펭귄 낙타 　

6학년
1학기

지구와 달 　 　 　

지구 　 　 　

태양계 　 　 　

2학기 뼈의 생김새 근육의 생김새 뼈근육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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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특수)
단원 　콘텐츠1 　콘텐츠2 　콘텐츠3 　콘텐츠4

3~
4
학
년

3.우리 몸 야구 선수의 
움직임

축구 선수의 
움직임

육상 선수의 
움직임 

5.생활 속 물체 생선 바나나 옷 자전거
　 후라이펜 　 　
　 놀이터 전경 　 　 　
　 미용실 전경 　 　 　
6.동물 살펴보기 거북이 달팽이 　 　
　 새 나비 잠자리 　
　 물고기 펭귄 오리 　
　 말 마차 황소 소 밭갈기
　 닭 자명종 강아지 안내견
3.우리 주변의 식물 장미 맨드라미 참나리 무궁화
　 오이 포도 고추 사과
4.다양한 물 부엌 주전자 밥솥 스팀청소기
　 찻잔 　 　 　
　 투명 냄비 　 　 　

6.공기의 흐름 열기구 
관찰하기 공기의 팽창 공기의 수축 　

　 피스톤 　 　 　
　 거실 드라이기 선풍기 에어컨
　 해변 블롭점프 연날리기 바람개비
8.전기 기구 거실 가전제품 스탠드 유선 청소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선 세탁기
　 선풍기 　 　 　

5 ~
6
학
년

7.식물의 한살이 강낭콩 씨앗, 
떡잎, 싹 　 　 　

8.지층의 모양 지층생성과정 　 　 　
습곡 단층 　 　

3.동물의 생활 북극곰 펭귄 낙타 　

8.지구와 달 오대양 
대표동물

북아메리카 
대표동물

남아메리카 
대표동물 유럽 대표동물

아프리카 
대표동물

아시아 
대표동물

오세아니아 
대표동물 남극 대표동물

　 　 　 　 　



- 6 -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사회 단원 2.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쪽수 □지 70~73 □천 70~73 □아  54~56

성취기준 [4사01-04]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학습주제 문화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삼국시대의 문화유산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 살펴보기
  -첨성대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수막새기와
▣문화유산에서 공통점을 찾아 문화유산이란 무엇일지 정의내려보기

정리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유형의 물건 및 건축뿐만 아니라 무형의 생활양식 및 전통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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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수막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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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알아보기 이름:

첨성대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다양한 문화유산>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문화유산들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문화유산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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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사회 단원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쪽수 □지 56~59 □천 60~63  □아 58~60

성취기준 [4사02-03]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와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현대와 다른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

전개

▣[홀로그램 활동] 먼 엣날 사람들의 생활 도구 살펴보기
  -주먹도끼(3144)
  -가락바퀴(2667)
  -빗살무늬 토기(6734)
  -갈돌과 갈판(7593)
  -청동 거울(청동기 시대 작품으로 업로드 필요)
  -반달 돌칼(2356)
  -철제 소도(6861)
▣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도구를 통해 변화된 생활 모습 생각해보기

정리 ▣옛 사람들의 사용한 도구와 생활 모습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생활 도구의 모습을 관찰해 봄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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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주먹도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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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와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이름:

▣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도구를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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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사회 단원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쪽수 □지 56~59 □천 66~67  □아 65~67 

성취기준 [4사02-03]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음식 만드는 도구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현대와 다른 옛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

전개

▣[홀로그램 활동] 엣날 사람들의 식생활 도구 살펴보기
  -맷돌
  -가마솥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 도구를 비교를 통해 변화된 생활 모습 생각해보기

정리 ▣음식 만드는 도구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생활 도구의 모습을 관찰해 봄으로써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고 현대의 
생활 모습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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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비파형’)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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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음식 만드는 도구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이름:

▣옛날과 오늘날의 음식 만드는 도구를 비교해 봅시다.

구분 가마솥(옛날) ___________(오늘날)

차이점

공통점

구분 가마솥(옛날) ___________(오늘날)

차이점

공통점

▣음식 만드는 도구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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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사회 단원 2.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쪽수 □지 58~60 □천 62~65  □아 64~68 

성취기준 [4사03-03]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주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 찾아보기

정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까요?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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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정림사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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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까요? 이름: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청남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우리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유산을 조사해 봅시다.

문화 유산의 이름:

문화 유산의 형태(유형/무형):

조사 내용

문화 유산의 이름:

문화 유산의 형태(유형/무형):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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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10~13 □천 14-15 □아 11-12

성취기준
[6사03-01]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주제에서 어떤 나라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실펴보기

전개

▣고조선의 등장 알아보기
▣고조선의 8조법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고조선의 문화유산 살펴보기
  -비파형 동검을 살펴보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해 보기
  -미송리식 토기를 살펴보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해 보기 
  -탁자식 고인돌을 살펴보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해 보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생각과 비교해 보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짐작하여 봅시다.

정리 ▣고조선의 문화유산과 발전과정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비파형 동검의 경우 AR의 기능도 지원하므로 증강현실의 기능도 사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홀로그램 비파형 동검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교과서에 표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19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비파형’)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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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알아보기 이름:

비파형동검1 비파형동검2 비파형동검3

<비파형 동검의 모습들>

▣비파형 동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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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14~16 □천 16-19 □아 13-16

성취기준
[6사03-01]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한반도의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 추측해보기

전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이야기 살펴보기
▣진흥왕에 대해서 조사하기
▣[홀로그램 활동] 진흥왕 순수비 살펴보기
  -진흥왕 순수비 살펴보기
  -진흥왕 순수비를 왜 세웠을지 추측해보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생각과 비교해 보기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 신라 전성기의 영토 범위 비교하기 

정리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진흥왕 순수비의 경우 AR의 기능도 지원하므로 증강현실의 기능도 사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창녕 척경비, 단양 적성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와 같은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그 당시 순수비에 적힌 내용을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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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728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진흥왕’)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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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기 이름:

진흥왕 순수비 앞면 진흥왕 순수비 뒷면 진흥왕 순수비 측면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진흥왕은 왜 비석을 세웠을까요?

▣진흥왕 순수비와 통해 신라 전성기의 영토 범위 비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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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천 26-27 □아 28

성취기준
[6사03-01]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탐구활동]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 알아보기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삼국시대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과 교류했을지 추측해보기

전개

▣교과서 17쪽의 다양한 문화유산 살펴보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른 나라들과 교류했던 내용을 유물을 통해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고구려)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살펴보기
  -교과서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살펴보기
  -두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재료와 자세 등을 비교해 보고 그 당시 두 나라의  
   관계가 어땠을지 생각해 보기
  -(백제)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오수전
▣삼국이 다른 나라들과 교류했던 내용 더 찾아 조사하기

정리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AR의 기능도 지원하므로 증강현실의 기능도 사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삼국과 다른 나라들의 문화 유산 비교에서 특정 문화의 상대적 우수성 보다는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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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반가사유상’)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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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 알아보기 이름: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앞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오수전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비교해

  봅시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오수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신라가 다른 나라와 교역한 자료들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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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차시 6/25 쪽수 □지 22~24 □천 21-25 □아 22-24

성취기준
[6사03-01]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 사진 살펴보기

전개

▣고구려의 문화유산 살펴보기
▣백제의 문화유산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 살펴보기
  -홀로그램으로 봉황, 피리 부는 사람,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찾아보기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적어보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살펴보기

정리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백제 금동 대향로은 AR의 기능도 지원하므로 증강현실의 기능도 사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봉황, 피리 부는 사람,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외에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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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금동대향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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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이름:

봉황 피리부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에서 봉황, 피리부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을 찾아

  봅시다.

▣이 외에도 찾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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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22~24 □천 21-25 □아 22-24

성취기준
[6사03-01]고조선의 등장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대 시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가야의 위치 알아보기

전개

▣가야의 문화유산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가야의 문화
  -가야금 살펴보기
  -가야의 철제 갑옷 살펴보기
  -가야는 철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가야의 문화유산 더 조사하기

정리 ▣가야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가야금과 갑옷은 AR의 기능도 지원하므로 증강현실의 기능도 사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물을 통해 유물의 독립적인 특징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및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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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가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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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갑옷’)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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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이름:

산조가야금 판갑옷1 판갑옷2

<가야의 문화유산>

▣가야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야의 갑옷을 살펴보고 당시 가야인의 철기 문화 수준을 짐작해 봅시다.

▣가야의 문화유산을 더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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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22~24 □천 21-25 □아 22-24

성취기준 [6사03-02]불국사와 석굴암, 미륵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통해 고대 
사람들이 이룩한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신라의 위치 알아보기

전개

▣신라의 문화유산 살펴보기
  -황룡사 9층 목탑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신라의 문화유산
  -첨성대 살펴보기
  -첨성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첨성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신라의 문화유산 더 조사하기

정리 ▣신라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황룡사 9층 목탑은 홀로그램 앱 내에서 복원 전 이미지로 남아있으며 9층 목탑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복원도(상상화)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유물을 통해 유물의 독립적인 특징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및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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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첨성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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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삼국과 가야는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이름:

첨성대 정면 첨성대(위에서 본 모습)

<신라의 문화유산>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해 봅시다.

 

▣첨성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신라의 문화유산을 더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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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26~28 □천 30-31 □아 26-27

성취기준 [6사03-02]불국사와 석굴암, 미륵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통해 고대 
사람들이 이룩한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불국사와 석굴암의 위치 알아보기

전개

▣불국사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 살펴보기
  -석가탑 살펴보기
▣불국사에 있는 문화유산 조사해보기
▣신라와 불국사의 관계 조사해보기
  -신라 사람들은 왜 불국사를 지었을까?

정리 ▣신라 불국사에 대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다보탑과 석가탑의 유래를 가르치기 보다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통해 나타나 그 당시    
  신라에서의 불교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유물을 통해 유물의 독립적인 특징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및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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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다보탑’)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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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246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석가탑’)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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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이름:

다보탑 석가탑

<불국사의 문화유산>

▣다보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해 봅시다.

 

▣석가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해 봅시다.

▣이 외에 불국사에서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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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26~28 □천 30-31 □아 26-27

성취기준 [6사03-02]불국사와 석굴암, 미륵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통해 고대 
사람들이 이룩한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불국사와 석굴암의 위치 알아보기

전개

▣석굴암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석굴암
  -석굴암 본존불 살펴보기
  -본존불 주변의 석상들 살펴보기
▣석굴암의 우수성 조사해보기
▣석굴암의 과학적 원리 조사해보기

정리 ▣석굴암에 대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본존불의 경우 AR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여 살펴보게 하면 더욱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차시는 국어 5학년 2학기 ‘2.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유물을 통해 유물의 독립적인 특징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및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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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석굴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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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이름:

본존불 정면 본존불 측면 본존불 후면

<석굴암의 문화유산>

▣석굴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해 봅시다.

 

▣석굴암의 우수성을 조사해 봅시다.

▣석굴암의 과학적 원리를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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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46~47 □천 52-53 □아 41-43

성취기준 [6사03-4]고려청자와 금속 활자, 팔만대자경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고려    
         시대 과학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독창적인 고려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그림들 중 고려청자 골라보기

전개

▣고려 청자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 말하기
▣[홀로그램 활동] 고려청자 살펴보기
  -청자상감국충문매병
  -청자상감운학문매병뚜껑
  -청자투각의자
▣청자를 만드는 기법을 조사해 봅시다.

정리 ▣고려 청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청자 감상을 통해 당시 고려인들의 예술적 우수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청자를 통해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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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18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국충문매병’)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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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44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상감운학’)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2448)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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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투각의자’)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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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독창적인 고려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이름:

청자상감운학문매병뚜껑 청자상감국충문매병 청자투각의자

<고려 청자>

▣고려청자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청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상감기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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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46~47 □천 52-53 □아 41-43

성취기준 [6사03-4]고려청자와 금속 활자, 팔만대자경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고려    
         시대 과학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고려청자로 알 수 있는 당시 귀족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고려 청자를 구입하기 위해 전 재산을 아끼지 않았던 간송 전형필 영상

전개

▣다양한 고려청자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고려청자 살펴보고 쓰임새 알아보기
  -청자기와
  -청자양각모란무늬꽃모양대접
  -청자기린형향로
▣고려 청자로 알 수 있는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무엇인가요?

정리 ▣고려 청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청자를 통해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 청자의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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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기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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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5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양각모란무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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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28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기린형향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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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고려청자로 알 수 있는 당시 귀족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이름:

청자기와 청자양각모란무늬꽃모양대접 청자기린형향로

<고려 청자>

▣고려 청자로 알 수 있는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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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46-47 □천 52-53 □아 42-43

성취기준 [6사03-4]고려청자와 금속 활자, 팔만대자경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고려    
         시대 과학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탐구활동]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살펴보고 생각과 느낌을 써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청자 기와, 청자 상감 항아리 감상

전개

▣다양한 고려청자 살펴보기
▣[홀로그램 활동] 고려청자 살펴보고 쓰임새 알아보기
  -청자배모양변기
  -청자상감국화무늬접시
  -청자퇴화문두꺼비모양벼루
▣위의 청자들의 용도를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본 뒤에 든 생각과 느낌을 써 봅시다.

정리 ▣고려 청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다양한 모양의 청자를 감상하고 그 쓰임새를 추측해 보도록 한다.
▣청자를 감상하고 당시 조상들의 삶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과 느낌을 써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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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배모양변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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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40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자상감국화무늬접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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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퇴화문두꺼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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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살펴보고 생각과 
느낌을 써 봅시다. 

이름:

▣다양한 고려 청자의 용도를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청자 배 모양(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청자 상감무늬(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

그렇게 생각한 이유:

▣다양한 용도의 청자를 본 뒤 든 생각과 느낌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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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46~47 □천 48-49 □아 44-45

성취기준 [6사03-4]고려청자와 금속 활자, 팔만대자경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고려    
         시대 과학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국난 극복을 위한 대장경 제작 이야기 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팔만대장경 살펴보기
  -합천해인사대장경판
▣팔만대장경을 만든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을 조사해 봅시다.

정리 ▣팔만 대장경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팔만 대장경을 통한 국난 극복의 의지를 연관지어 지도한다.
▣팔만 대장경의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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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대장경’)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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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알아
볼까요?

이름:

팔만대장경(전면) 팔만대장경(후면)

<팔만대장경>

▣팔만 대장경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팔만 대장경을 만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의 고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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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46~47 □천 50-51 □아 46-47

성취기준 [6사03-4]고려청자와 금속 활자, 팔만대자경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고려    
         시대 과학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금속 활자 살펴보기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
▣금속 활자 만드는 과정 조사하기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 비교하기

정리 ▣금속 활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금속 활자 제작을 위한 다른 기술(먹, 종이)의 발전과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활자 기술 발전을 통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초점으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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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직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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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알아
볼까요?

이름: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금속 활자의 제작과 인쇄 과정을 조사해 봅시다.

 

▣금속 활자의 제작과 인쇄 과정을 조사해 봅시다.

▣금속 활자본과 목판 활자본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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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58-59 □천 66-67 □아 55-58

성취기준 [6사03-05]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세종대왕 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세종대왕과 천문학의 발달
  -혼천의 살펴보기
  -혼천의에 대해서 조사하기
▣혼천의의 발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역사 그림 그리기
▣세종 대의 천문학 문화유산(칠정산) 조사해 보기

정리 ▣세종 대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세종 대에 발전한 다양한 문화유산(훈민정음, 인쇄술, 음악 등)을 조사해 보도록한다. 
▣훈민정음의 문화적 가치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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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혼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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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
볼까요?

이름:

혼천의(앞) 혼천의(위)

<혼천의>

▣혼천의의 발명으로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역사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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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58-59 □천 66-67 □아 55-58

성취기준 [6사03-05]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세종대왕 이전의 조선의 시간 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세종대왕과 조선의 시간Ⅰ
  -앙부일구 살펴보기
  -앙부일구에 대해서 조사하기
▣앙부일구의 발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역사 그림 그리기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조사하기

정리 ▣세종 대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자격루와 혼천의의 작동 원리와 과학적 개념은 교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세종 대에 이룬 과학적 문화적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가 함께 했음을 지도  
  한다.



- 69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423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앙부일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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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
볼까요?

이름:

앙부일구(앞) 앙부일구(위)

<앙부일구>

▣앙부일구의 발명으로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역사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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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58-59 □천 66-67 □아 55-58

성취기준 [6사03-05]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세종대왕 이전의 조선의 시간 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세종대왕과 조선의 시간Ⅱ
  -자격루, 측우기 살펴보기
  -자격루, 측우기에 대해서 조사하기
▣자격루와 측우기의 발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역사 그림 그리기
▣자격루의 작동 원리와 과학적 개념 조사하기(교과 연계)

정리 ▣세종 대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자격루와 혼천의의 작동 원리와 과학적 개념은 교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세종 대에 이룬 과학적 문화적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가 함께 했음을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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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자격루’)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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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
볼까요?

이름:

자격루 측우기

<혼천의>

▣자격루와 측우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격루와 측우기의 발명으로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까요? 역사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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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60-61 □천 64-65 □아 55-58

성취기준 [6사03-05]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세종대왕 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세종대왕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세종대왕 불러오기
▣훈민 정음 조사하기
▣세종 대의 문화유산 더 조사해 보기

정리 ▣세종 대의 문화유산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세종 대에 발전한 다양한 문화유산(훈민정음, 인쇄술, 음악 등)을 조사해 보도록한다. 
▣훈민정음의 문화적 가치와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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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세종’)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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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
볼까요?

이름:

세종대왕(앞) 세종대왕이 들고 있는 훈민정음

<세종대왕>

▣세종대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해 봅시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세종 대에 발전한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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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60-61 □천 64-65 □아 55-58

성취기준 [6사03-05]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 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조선 전기의 문화 예술품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조선 전기의 예술품들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백자 달 항아리
  -백자철화초문병
  -백자흑상감당초문대접
▣조선 전기의 문화 더 조사해 보기

정리 ▣조선 전기의 문화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조선 전기의 양반을 중심으로 한 그림, 공예 작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도록 한다.
▣문화 조사 활동을 통해서 당시 문화 예술품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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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세종’)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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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
볼까요?

이름: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백자 달 항아리

<조선 전기의 문화>

▣조선 전기의 문화 예술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조선 전기 문화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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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사회 단원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쪽수 □지 66-69 □천 72-74 □아 63-67

성취기준 [6사03-06]대표적인 유적지와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탐색한다.          

학습주제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임진왜란의 과정 동영상 감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홀로그램으로 이순신 불러오기
  -거북선 살펴보기
▣이순신의 생애와 수군의 전투 과정 조사하기
▣한산도 대첩과 학익진 조사하기
▣충무공 이순신께 역사 편지 작성하기

정리 ▣임진왜란과 이순신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조사해 보도록 한다.
▣학익진과 한산도 대첩의 경우 미리 조사하여 발표해 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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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이순신’)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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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학교

학년    반    번

사회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이름:

이순신 거북선

<이순신>

▣이순신의 생애와 수군의 전투 과정을 조사해 봅시다.

 

▣[역사편지]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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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2.동물의 한살이

쪽수 □지 44-45 □천 52-53 □아 48-49

성취기준 [4과10-01]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가 어떻게 다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동물의 암수 동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생김새와 특징으로 구분하는 동물
  -사자(암,수) 관찰하기
  -꿩(암,수) 관찰하기
  -사슴벌레(암,수) 관찰하기
  -장수풍뎅이(암,수) 관찰하기
  -사자 암수 생김새와 특징 적어보기
▣생김새를 보고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 조사하기
▣생김새를 보고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 조사하기

정리 ▣동물의 암수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앱 이외에 동물도감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이용수칙을 미리 안내하여 조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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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암사자’)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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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6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숫사자’)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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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78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꿩-암컷’)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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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278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꿩-수컷’)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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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7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사슴벌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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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408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장수풍뎅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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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동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

▣암수 사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징을 기록해 봅시다.

사자(암)

 사자(수)

▣생김새를 보고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 쉬운 동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생김새를 보고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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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2.동물의 한살이

쪽수 □지 46-47 □천 52-53 □아 50-51

성취기준 [4과10-01]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동물의 암수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동물이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동물의 암수가 하는 일
  -가시고기 관찰하기
  -바다거북 관찰하기
▣동물에 따른 암수 역할 조사하기
  -암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동물들
  -혼자 새끼를 돌보는 동물들
  -암수가 모두 알을 돌보지 않는 동물

정리 ▣동물의 암수 역할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앱 이외에 동물도감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이용수칙을 미리 안내하여 조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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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가시고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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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787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바다거북’)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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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동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암수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

▣동물의 암수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봅시다.

가시고기

암컷

수컷

바다거북

암컷

수컷

▣ 동물에 따른 암수의 역할을 조사해 봅시다.

암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동물들

혼자 새끼를 돌보는 
동물들

암수가 모두 알을 
돌보지 않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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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2.동물의 한살이

쪽수 □지 50-55 □천 56-63 □아 52-53

성취기준 [4과10-02]동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둥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주제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해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자연에서의 배추흰나비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배추흰나비 
  -배추흰나비의 생김새 관찰하기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조사
  -배추흰나비 알이 잘 자라기 위한 환경 조사하기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 그림으로 나타내기

정리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앱 이외에 동물도감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외에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와 같은 동물을 홀로그램앱을 통해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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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배추흰나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97 -

3-1 1.동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를 관찰해봅시다. 이름:

▣ 배추흰나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사해 봅시다.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관찰해봅시다.

배추흰나비 알 그림

배추흰나비 애벌레 그림

배추흰나비 번데기 그림

 
배추흰나비 성충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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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2.동물의 한살이

쪽수 □지 58-59 □천 66-67 □아 60-61

성취기준 [4과10-02]동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둥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주제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알에서 나오는 새끼들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알을 낳는 동물 관찰하기
  -잠자리
  -개구리
  -닭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 조사하기
  -잠자리의 한살이 과정 조사하기
  -개구리의 한살이 과정 조사하기
  -닭의 한살이 과정 조사하기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기

정리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살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앱 이외에 동물도감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잠자리 외에도 알을 낳는 동물을 홀로그램앱을 통해 관찰하고 한살이를 조사해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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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잠자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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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8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개구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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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5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닭’)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102 -

3-1 1.동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잠자리

개구리

닭

▣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 103 -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2.동물의 한살이

쪽수 □지 60-61 □천 68-69 □아 62-63

성취기준 [4과10-02]동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둥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하며, 관찰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주제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새끼를 낳는 동물 관찰하기
  -고래
  -개
  -고양이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 조사하기
  -고래의 한살이 과정 조사하기
  -개의 한살이 과정 조사하기
  -고양이의 한 살이 과정 조사하기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기

정리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살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앱 이외에 동물도감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고래 외에도 새끼를 낳는 동물을 홀로그램 앱을 통해 검색하고 한살이를 조사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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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5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대왕고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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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7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개(’)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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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5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고양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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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동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알을 낳는 동물의 한살이 과정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고래

개

고양이

▣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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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4.지구의 모습

쪽수 □지 96-97 □천 106-107 □아 102-103

성취기준 [4과16-01]지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모양과 표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지구는 어떤 모양인지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주에서 본 지구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
  -홀로그램 지구
▣홀로그램으로 관찰한 지구의 모습 그려보기
▣지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 조사해보기

정리 ▣지구의 모양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지구의 모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다양하게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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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019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지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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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지구의 모습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지구는 어떤 모양인지 알아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을 통해서 관찰한 지구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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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4.지구의 모습

쪽수 □지 104-105 □천 114-115 □아 110-111

성취기준 [4과16-04]달을 조사하여 모양, 표면,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와 달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주제 달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블렌더(Blender), 블렌더스왑(Blender swap)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블렌더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주에서 본 달의 영상

전개

▣[블렌더, 홀로그램 활동]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
  -블렌더로 달 오브젝트 다운로드하기
  -3D 오브젝트를 glTF2.0으로 저장하기
  -홀로매직으로 3D 오브젝트 불러오기
  -홀로그램 달 관찰하기
▣홀로그램으로 관찰한 달의 모습 그려보기
▣달 표면에서 보이는 모습 조사해보기

정리 ▣달의 모습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블렌더의 경우 무료 모델링 프로그램이며 무료 3D오브젝트를 제공하는 블렌더 스왑에   
  계정 가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달 표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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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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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지구의 모습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달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을 통해서 관찰한 달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 달의 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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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1.동물의 생활

쪽수 □지 28-29 □천 36-37 □아 24-25

성취기준 [4과03-02]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땅에서 사는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땅에서 사는 여러 동물들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땅에서 사는 동물 관찰하기
  -달팽이
  -황소
  -너구리
  -뱀
  -족재비
▣땅에 사는 동물의 모습 선택해서 생김새 그리기
▣땅에 사는 다른 동물 조사하기

정리 ▣땅에사는 여러 동물들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선택한 오브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오브젝트를 실행하여 생김새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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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283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달팽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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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1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황소’)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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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51) 색깔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너구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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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788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방울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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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동물의 생활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땅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을 통해서 땅에 사는 동물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 선택한 동물 외에도 땅에 사는 동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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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1.동물의 생활

쪽수 □지 32-33 □천 42-43 □아 26-27

성취기준 [4과03-02]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날아다니는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날아다니는 여러 동물들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날아다니는 동물 관찰하기
  -독수리
  -매미
  -참새
  -나비
  -두루미
▣날아다니는 동물의 모습 선택해서 생김새 그리기
▣날아다니는 다른 동물 조사하기

정리 ▣날아다니는 여러 동물들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선택한 오브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오브젝트를 실행하여 생김새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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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독수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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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매미’)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123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참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그림자)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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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나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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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동물의 생활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날아다니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동물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 선택한 동물 외에도 날아다니는 동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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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학년

교과 과학 단원 1.동물의 생활

쪽수 □지 30-31 □천 38-41 □아 28-31

성취기준 [4과03-02]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물에서 사는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물에서 사는 여러 동물들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물에서 사는 동물 관찰하기
  -붕어                     -거북                    -다슬기
  -피라미                   -오징어                  -불가사리
  -미꾸라지                 -고등어                  -문어 
  -물방개                   -가오리                   
  -조개                     -전복
  -게                       -수달
  -돌고래                   -가재
▣물에서 사는 동물의 모습 선택해서 생김새 그리기
▣물에서 사는 다른 동물 조사하기

정리 ▣물에서 사는 여러 동물들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선택한 오브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오브젝트를 실행하여 생김새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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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붕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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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피라미’)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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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미꾸라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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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물방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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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6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움직이는조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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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6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움직이는게’)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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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283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돌고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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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787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바다거북’)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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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8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오징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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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고등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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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가오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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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전복’)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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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동물의 생활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물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을 통해서 물에서 사는 동물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 선택한 동물 외에도 물에서 사는 동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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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과학 단원 1.지층과 화석

쪽수 □지 24-25 □천 32-33 □아 24-25

성취기준 [4과06-01]여러 가지 지층을 관찰하고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층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지층의 생성 과정 
  -지층 오브젝트를 관찰해 보고 어떤 순서로 쌓였는지 기록하기
▣다양한 지층 사진을 보고 지층을 이루는 층의 두께와 색깔, 모양 비교하기
▣다양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기

정리 ▣여러가지 지층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다양한 지층의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알갱이의 크기가 클수록 아래층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층의 퇴적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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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6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지층’)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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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지층과 화석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름:

▣지층 오브젝트를 관찰해 보고 어떤 순서로 쌓였는지 적어봅시다.

위층

중간층

아래층

▣ 다양한 지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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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과학 단원 1.지층과 화석

쪽수 □지 26-27 □천 34-35 □아 28-29

성취기준 [4과06-02]퇴적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퇴적암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퇴적암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퇴적암 관찰하기
  -이암
  -사암
  -역암
▣퇴적암 살펴보고 퇴적암 구분해 보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생각과 비교해보기

정리 ▣퇴적암의 종류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암, 사암, 역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단일 알갱이로 이루어진 퇴적암 외에도 주를 이루는 알갱이를 통해 퇴적암을 구분할 수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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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이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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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사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146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역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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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지층과 화석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퇴적암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름:

▣퇴적암의 모습을 살펴보고 퇴적암을 구분해 봅시다.

퇴적암의 종류 알갱이의 크기 색깔

이암

사암

역암

▣ 이 외에도 퇴적암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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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과학 단원 1.지층과 화석

쪽수 □지 30-31 □천 38-39 □아 30-31

성취기준 [4과06-03]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학습주제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공룡 박물관의 화석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여러 가지 화석 관찰하기
  -물고기 화석
  -삼엽충 화석
  -고사리 화석
  -조개 화석
▣화석 살펴보고 화석의 특징 적어보기

정리 ▣여러 가지 화석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화석을 통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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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623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어류화석’)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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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662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삼엽충’)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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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688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고사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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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5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조개화석’)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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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지층과 화석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해 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으로 화석을 관찰해봅시다.

화석의 종류 화석의 특징

물고기화석

삼엽충화석

고사리화석

▣ 학교에 있는 화석 표본을 선택하여 화석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화석의 이름 화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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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과학 단원 1.지층과 화석

쪽수 □지 34-35 □천 42-43 □아 34-35

성취기준 [4과06-03]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학습주제 화석 속 생물이 살았던 곳의 환경을 추리해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공룡 박물관의 화석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여러 가지 화석 관찰하기
  -물고기 화석
  -삼엽충 화석
  -고사리 화석
  -산호 화석
▣화석 살펴보고 화석 속 생물이 살았던 곳의 환경 적어보기
▣[과학상상화]화석 속 생물의 생활 모습 상상으로 그려보기

정리 ▣여러 가지 화석과 화석 속 생물이 살았던 곳의 환경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화석을 통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과 환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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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어류화석’)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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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삼엽충’)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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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고사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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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산호화석’)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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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지층과 화석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화석 속 생물이 살았던 곳의 환경 추리하기 이름:

▣홀로그램으로 화석을 관찰하고 살았던 환경을 조사해 봅시다.

화석의 종류 살았던 환경

물고기화석

삼엽충화석

고사리화석

산호화석
▣ 화석을 하나 선택하여 그 화석 속 생물이 살았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화석의 이름

살았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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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4학년

교과 과학 단원 2.식물의 한살이

차시 2/12 쪽수 □지 44-45 □천 54-55 □아 48-49

성취기준 [4과13-02]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관찰할 수 있다.

학습주제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씨앗 사진

전개

▣[홀로그램]여러 가지 식물의 씨 관찰하기
  -수박 씨 관찰하기
  -호두 씨 관찰하기
  -감 씨 관찰하기
  -사과 씨 관찰하기
▣관찰한 씨앗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하기

정리 ▣여러가지 식물의 씨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씨앗들을 준비한 뒤 관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작은 씨앗의 경우에는 홀로그램 확대 기능을 활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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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5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씨앗’)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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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5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씨앗’)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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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5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씨앗’)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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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6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씨앗’)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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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식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 이름: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모양, 색깔, 크기, 등)

수박

호두

감

사과

▣ 관찰한 씨앗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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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과학 단원 3.태양계와 별

쪽수 □지 49-51 □천 56-59 □아 52-53

성취기준 [6과02-01]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학습주제 태양계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태양계 구성하는 행성 관찰하기
  -태양계 행성 순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행성 특징 조사하기
▣태양계 행성 분류하기

정리 ▣태양계 구성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행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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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092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태양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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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수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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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금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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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지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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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화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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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목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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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토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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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천왕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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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해왕성’)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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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태양계와 별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태양계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이름:

▣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에는 무엇이 있나요?

▣태양계 행성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행성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행성의 이름 행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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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과학 단원 3.태양계와 별

쪽수 □지 52-53 □천 60-61 □아 54-55

성취기준 [6과02-01]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학습주제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태양과 지구의 크기 비교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태양계 행성 순서 
  -태양계 행성 순서에서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하기
▣행성의 크기 나열하기
▣비슷한 크기의 행성끼리 묶어보기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크거나 작은 행성으로 분류하기

정리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행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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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태양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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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태양계와 별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이름:

태양계 행성 순서(정면) 태양계 행성 순서(윗면)

<태양계 행성 순서>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순서대로 써 봅시다.

▣비슷한 크기의 행성끼리 묶어봅시다.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큰 행성과 작은 행성으로 분류해 봅시다.

지구보다 큰 행성 지구보다 작은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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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학년

교과 과학 단원 2.생물과 환경

쪽수 □지 32-33 □천 38-39 □아 32-33

성취기준 [6과05-02]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지구의 다양한 환경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한 동물
  -북극곰
  -펭귄
  -낙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동물의 특징 조사하기

정리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사례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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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6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북극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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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7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펭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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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17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낙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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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생물과 환경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까요? 이름: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예를 조사해 봅시다.

생물의 종류 어떻게 적응했나요?

북극곰

펭귄

낙타

▣ 이 외에도 환경에 적응한 동물의 사례를 조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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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6학년

교과 과학 단원 2.지구와 달의 운동

쪽수 □지 22-23 □천 30-31 □아 24-25

성취기준 [6과09-01]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지구의 자전은 무엇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영상

전개

▣하루동안 지구의 움직임 추측하기
▣[홀로그램 활동] 움직이는 지구
  -지구의 움직임 비교하기
▣지구의 자전 알기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현상 조사하기

정리 ▣지구의 자전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행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186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6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지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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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지구와 달의 운동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지구의 자전은 무엇일까요? 이름:

▣지구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그려봅시다.

시간 태양과 지구의 위치 모습 그림

처음

5초 후

10초 후

▣ 위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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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6학년

교과 과학 단원 2.지구와 달의 운동

쪽수 □지 28-29 □천 36-37 □아 28-29 

성취기준 [6과09-02]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지구의 공전은 무엇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3dworld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주에서 바라본 태양계 영상

전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움직임 추측하기
▣[홀로그램 활동]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지구
  -태양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지구의 움직임 그려보기
▣지구의 공전 알기
▣지구의 공전으로 일어나는 현상 조사하기

정리 ▣지구의 공전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행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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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100328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태양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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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지구와 달의 운동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지구의 공전은 무엇일까요? 이름:

▣태양과 지구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그려봅시다.

시간 태양과 지구의 위치 모습 그림

처음

5초 후

10초 후

▣ 위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지구의 공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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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6학년

교과 과학 단원 4.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교과서(쪽수) □지 74-75 □천 84-85 □아 82-83

성취기준 [6과09-02]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주제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활용도구 홀로매직(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홀로팡팡앱 설치)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우리 몸의 뼈와 근육 영상

전개

▣사람과 연체동물류의 차이점 찾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근육과 뼈로 움직이는 우리의 몸
  -팔을 움직일 때 근육의 변화 관찰하기
▣뼈와 근육의 역할 알아보기

정리 ▣뼈와 근육의 역할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또는 AR을 활용하여 관찰해 보도록 한다.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원리와 뼈와 근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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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뼈의 생김새100328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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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근육의 생김새100328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근육’)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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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뼈근육움직임100328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뼈근육’)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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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름:

▣팔을 굽힐 때와 펼 때 근육과 뼈의 모습을 관찰해 보고 그려봅시다.

구분 근육과 뼈의 모습

팔을 구부릴 때

팔을 폈을 때

▣ 팔을 굽힐 때와 펼 때 근육과 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 196 -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3.우리 몸

쪽수 80~81

성취기준 [4과학03-01] 우리 몸 각 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하는 일을 찾는다.

학습주제 운동 선수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평소에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운동 말해보기
▣여러 종류의 운동 경기 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운동 선수의 움직임 관찰하기
  -야구 선수의 움직임 (1003097) 
  -축구 선수의 움직임 (1003098)
  -육상 선수의 움직임 (1003099)

▣내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의 움직임 따라해보기

정리 ▣운동 선수의 움직임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운동 선수의 움직임이 각 부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오브젝트의 방향을 다양하게 바꾸어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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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_야구선수100309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야구선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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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축구선수100309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축구선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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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육상선수100309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육상선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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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3.우리 몸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운동 선수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시다. 이름:

야구 선수 1003097 축구 선수 1003098 육상 선수 1003099

<다양한 운동선수의 움직임>

▣야구 선수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축구 선수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육상 선수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다른 종목의 운동 선수는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 201 -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5.생활 속 물체

쪽수 142~147

성취기준 [4과학01-01]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오감을 통해 관찰한다.
[4과학01-02] 학교, 집, 지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한다.

학습주제 마트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마트에 가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마트에 있는 물건 살펴보기
  -생선(1003190)
  -바나나(1003191)
  -옷(1003192)
  -자전거(1003194)
  -후라이펜(1003195)
▣내가 사고싶은 마트 물건 이름 적어보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소개하기

정리 ▣마트에 있는 물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살펴보며 마트에는 다양한 물체가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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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생선(100319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생선 진열대-생선’)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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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바나나(100319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과일 진열대-바나나’)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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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옷(100319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옷 진열대-옷’)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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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자전거(100319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마트_자전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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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후라이팬(100319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후라이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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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5.생활 속 물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특수) 마트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이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체를 살펴보고 파는 곳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보기>

과일 코너      생선 코너      빵 코너

채소 코너      자전거 코너

생선 1003190 바나나 1003191 옷 1003192

파는 곳: 파는 곳: 파는 곳:

자전거 1003194 후라이펜 1003195

파는 곳: 파는 곳: 파는 곳:

▣마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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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5.생활 속 물체

쪽수 142~147

성취기준 [4과학01-01]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오감을 통해 관찰한다.
[4과학01-02] 학교, 집, 지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한다.

학습주제 놀이터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놀이터에 가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놀이터에 있는 물건 살펴보기
  -미끄럼틀
  -시소
  -그네
  -모래 놀이터
  -정글짐
▣내가 놀고 싶은 놀이기구 상상하여 그리기

정리 ▣놀이터에 있는 물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살펴보며 놀이터에는 다양한 물체가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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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놀이터 전경(100319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놀이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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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5.생활 속 물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놀이터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이름: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이름을 찾아 적어보세요.

<보기>

모래 놀이터      정글짐      시소

미끄럼틀      그네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나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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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5.생활 속 물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특수) 놀이터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이름:

▣나만의 놀이기구를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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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5.생활 속 물체

쪽수 142~147

성취기준 [4과학01-01]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오감을 통해 관찰한다.
[4과학01-02] 학교, 집, 지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한다.

학습주제 미용실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미용실에 가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미용실에 있는 물건 살펴보기
  -드라이기
  -머리빗
  -가위
  -헤어롤
  -파마기계
▣내가 하고 싶은 머리(헤어스타일)를 그려 봅시다.

정리 ▣미용실에 있는 물건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미용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살펴보며 미용실에는 다양한 물체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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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미용실전경(100319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미용실’)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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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5.생활 속 물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미용실에 있는 물체를 알아봅시다. 이름:

▣내가 해보고 싶은 머리(헤어스타일)를 그려봅시다.

▣위와 같은 머리를 하려면 어떤 물체가 필요한지 O표 하세요.

가위      머리 빗      머리말리개

드라이기      파마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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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동물 살펴보기

쪽수 154~155

성취기준 [4과학04-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기거나 걷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주변에서 기거나 걷는 동물을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기거나 걷는 동물 관찰하기
  -거북이(1003101)
  -달팽이(1003102)
▣거북이와 달팽이의 움직임 흉내내기 
▣내가 알고 있는 기거나 걷는 동물을 그려 봅시다.

정리 ▣기거나 걷는 동물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동물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관찰하며 학생들이 동물의 생김새나 움직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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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거북이(100310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동물의 움직임_기거나 걷는 동물_
거북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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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달팽이(100310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동물의 움직임_기거나 걷는 동물_ 
달팽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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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동물 살펴보기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기거나 걷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이름:

▣내가 알고 있는 기거나 걷는 동물을 그려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기어다니는 동물을 찾아보세요.

달팽이 나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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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동물 살펴보기

쪽수 156~157

성취기준 [4과학04-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날아다니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하늘을 나는 동물을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날아다니는 동물 관찰하기
  -새(1003103)
  -나비(1003104)
  -잠자리(1003105)
▣날아다니는 동물의 움직임 흉내내기 
▣날아다니는 동물의 특징을 오려서 나타내기

정리 ▣날아다니는 동물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여러 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관찰하며 움직임을 흉내내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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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새(100310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날아다니는 동물_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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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나비(100310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날아다니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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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잠자리(100310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날아다니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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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동물 살펴보기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날아다니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이름:

▣날아다니는 동물의 특징을 오려서 붙여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날아다니는 동물에 ○표 해보세요.

거북이 잠자리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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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동물 살펴보기

쪽수 156~157

성취기준 [4과학04-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헤엄치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아기상어’노래 다함께 부르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헤엄치는 동물 관찰하기
  -물고기(1003106)
  -펭귄(1003107)
  -오리(1003108)
▣헤엄치는 동물의 움직임 흉내내기 
▣바다 속의 물고기 친구들 그려보기

정리 ▣헤엄치는 동물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여러 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관찰하며 움직임을 흉내내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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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물고기(100310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헤엄치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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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팽귄(100310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헤엄치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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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오리(100310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동물의 움직임_헤엄치는 동물_오
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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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동물 살펴보기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헤엄치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이름:

▣바다 속의 물고기 친구들을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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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동물 살펴보기

쪽수 172~173

성취기준 [4과학04-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동화 같이 보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과 사례 살펴보기
  -말(1002850)       -마차(1003110)
  -소(1001279)       -소 밭갈기(1003112)
  -닭(1002833)       -자명종(1003114)
  -강아지(1003118)   –안내견(1003116)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과 사례 이어보기

정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여러 가지 동물과 동물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 연결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동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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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말(100285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말’)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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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마차(100311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마차’)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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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소(100127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황소’)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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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소 밭갈기(100311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밭갈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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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닭(100283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닭’)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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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자명종(100311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자명종’)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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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강아지(100311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강아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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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안내견(100311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안내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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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동물 살펴보기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을 알아봅시다. 이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물과 사례를 이어봅시다.

닭 1002833

● ●

마차 1003110

말 1002850

● ●

밭갈기 1003112

소 1001279

● ●

자명종 1003114

강아지 1003118

● ●

안내견 1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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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3.우리 주변의 식물

쪽수 72~73

성취기준 [4과학04-02] 여러 가지 식물의 모양을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꽃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내가 알고 있는 꽃 이야기해 보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꽃의 생김새 관찰하기
  -장미(1003120)        
  -맨드라미(1003121)     
  -참나리(1003122)      
  -무궁화(1003123)

▣꽃 그리고 색칠하기

정리 ▣꽃의 생김새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꽃 오브젝트 관찰을 통해 다양한 꽃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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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장미(100312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장미’)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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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맨드라미(100312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맨드라미’)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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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참나리(100312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참나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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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무궁화(100312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무궁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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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3.우리 주변의 식물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꽃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이름:

▣홀로그램이나 증강현실로 관찰한 꽃을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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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3.우리 주변의 식물

쪽수 74~75

성취기준 [4과학04-02] 여러 가지 식물의 모양을 관찰하고 특징을 찾는다.

학습주제 열매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열매란?
▣여러 가지 열매를 먹어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열매의 생김새 관찰하기
  -오이(1003124)       
  -포도(1003125)      
  -고추(1003126)    
  -사과(1003127)

▣여러 가지 열매와 속 생김새를 이어보기

정리 ▣꽃의 생김새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열매 오브젝트 관찰을 통해 다양한 꽃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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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오이(100312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오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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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포도(100312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포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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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고추(100312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고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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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사과(100312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사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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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3.우리 주변의 식물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열매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이름:

▣여러 가지 열매와 속 생김새를 이어봅시다.

오이 1003124

● ●

포도단면1003125

포도 1003125

● ●

고추단면1003126

고추 1003126

● ●

오이단면1003124

사과 1003127

● ●

사과단면1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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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4.다양한 물

쪽수 108-111

성취기준 [4과학01-04] 여러 가지 물체의 질감(딱딱한 물체와 물렁한 물체, 부드러운 
물체와 거친 물체)의 차이를 인식하고, 질감이 비슷한 물체를 구분한다.

학습주제 수증기를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수증기란?
▣수증기를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부엌에서 수증기를 관찰할 수 있는 곳 찾아보기
  -부엌(1003128)
  -주전자(1003129)  
  -밥솥(1003130)      
  -스팀청소기(1003131)
  -찻잔(1003132)

▣우리 주변에서 수증기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찾아보기

정리 ▣수증기에 대해서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홀로그램 이나 증강 현실을 통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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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부엌(100312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부엌’)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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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주전자(100312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물과수증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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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밥솥(100313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물과수증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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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스팀청소기(100313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스팀청소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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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찻잔(100313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찻잔’)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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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4.다양한 물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수증기를 찾아봅시다. 이름: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수증기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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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4.다양한 물

쪽수 110-111

성취기준 [4과학01-04] 여러 가지 물체의 질감(딱딱한 물체와 물렁한 물체, 부드러운 
물체와 거친 물체)의 차이를 인식하고, 질감이 비슷한 물체를 구분한다.

학습주제 수증기의 상태 변화를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여름에 아이스티를 마셔본 경험 나누기
▣아이스티에 맺힌 물방울 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수증기의 상태변화 관찰하기
  -수증기의 상태변화_투명 냄비(1003134)

▣우리 주변에서 수증기의 상태가 변화는 경우 찾기

정리 ▣수증기의 상태변화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투명 냄비 속의 물과 수증기 양의 변화를 관찰하여 수증기의 상태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59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투명 냄비(100313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투명 냄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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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4.다양한 물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수증기의 상태 변화를 알아봅시다. 이름:

▣냄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처음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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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공기의 흐름

쪽수 164-165

성취기준 [4과학05-03] 공기의 흐름과 부피를 관찰한다.

학습주제 공기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풍선을 불어본 경험 나누기

전개

▣[홀로그램 활동] 열기구 풍선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
  -열기구 관찰하기(1003210)
▣열기구 풍선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까닭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서의 풍선 관찰하기
  -공기 무게와 부피_공기의 팽창_공기의 팽창(1003212)
  -공기 무게와 부피_공기의 팽창_공기의 수축(1003213)
▣풍선이 부풀어 오르거나 쭈그러드는 까닭 알아보기

정리 ▣공기의 부피 변화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오브젝트를 입체적으로 관찰해 보고 공기의 부피 변화의 원리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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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열기구 관찰하기(100321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열기구’)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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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공기의 팽창(100321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팽창’)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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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공기의 수축(100321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공기의 수축’)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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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공기의 흐름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공기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이름:

열기구 처음 모습(부풀기 전) 열기구 나중 모습(부풀고 난 뒤)

<열기구 풍선의 변화>

▣열기구 풍선이 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기의 팽창 공기의 수축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에 담근 풍선 속의 기체는 부피가(늘어난다/줄어든다)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담근 풍선 속의 기체는 부피가(늘어난다/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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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특수) 단원 6.공기의 흐름

쪽수 170-171

성취기준 [4과학05-03] 공기의 흐름과 부피를 관찰한다.

학습주제 공기의 이동을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풍선 광고 인형 동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공기의 이동
  -피스톤(1003135)

▣주사기를 누르기 전과 후의 그림 그려보고 공기의 이동 관찰하기

정리 ▣공기의 이동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피스톤의 변화 관찰을 통해 공기가 이동하는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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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피스톤(100313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피스톤’)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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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6.공기의 흐름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공기의 이동을 관찰해 봅시다. 이름: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고 당겼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밀기

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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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6.공기의 흐름

쪽수 172-173

성취기준 [4과학05-03] 공기의 흐름과 부피를 관찰한다.

학습주제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사례를 주위에서 찾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다양한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사례 동영상

전개

▣[홀로그램 활동]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물건 살펴보기
  -거실(1003136)
  -드라이기(1003137)
  -선풍기(1003138)
  -에어컨(1003139)
▣[홀로그램 활동]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놀이 살펴보기
  -해변(1003140)
  -블롭점프(1003141)
  -연날리기(1003142)
  -바람개비(1003143)

정리 ▣공기의 이동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물건이나 놀이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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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공기의이동 거실(100313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거실’)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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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드라이기(100313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드라이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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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선풍기(100313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선풍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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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에어컨(1003139)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에어컨’)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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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해변(100314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해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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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블롭점프(100314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블롭점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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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연날리기(100314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연날리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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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바람개비(100314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바람개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278 -

3~4학년군 6.공기의 흐름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사례를 
주위에서 찾아봅시다.

이름: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물건을 그려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공기의 이동을 이용한 놀이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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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8.전기 기구

쪽수 210-213

성취기준 [4과학02-01] 생활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찾는다.

학습주제 전기 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선이 있는 전기 기구를 찾아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전기가 사라지면’영상 시청

전개

▣전기 기구란 무엇일까요?
▣[홀로그램 활동] 생활 속에서 전기 기구 찾아보기
  -생활속 전기 기구_전기 기구 찾기_거실 가전제품(1003147)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 기구의 사진 붙이기
▣[홀로그램 활동] 전선이 있는 전기 기구에서 전선, 플러그, 콘센트 찾기
  -스탠드(1003154)
  -전선플러그-유선 청소기(1003152)
  -전선플러그-선풍기(1003153)

정리 ▣전기 기구와 전선이 있는 전기 기구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기 기구의 사진은 학생의 수준 및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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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거실 가전제품(100314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가전제품’)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281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스탠드(100315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스탠드’)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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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유선 청소기(100315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청소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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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전선플러그 선풍기(100315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선풍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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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8.전기 기구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전기 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선이 
있는 전기 기구를 찾아 봅시다.

이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 기구의 사진을 찾아 붙여봅시다.

▣다음 사진에서 전선, 플러그, 콘센트를 찾아 봅시다.

스탠드 1003153 청소기 10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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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3~4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8.전기 기구

쪽수 230-231

성취기준 [4과학02-01] 생활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찾는다.

학습주제 전기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가정용 전기 방심했다가는’영상 시청

전개

▣전기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모습 찾기
▣[홀로그램 활동]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자레인지(1003207)
  -전기밥솥(1003205)
  -전선(1003204)
  -세탁기(1003201)
  -선풍기(1003200)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을 사용해 음식 데워보기

정리 ▣전기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오브젝트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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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전자레인지(100320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전자레인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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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전기밥솥(100320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전기밥솥’)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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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전선(100320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전선’)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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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세탁기(100320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세탁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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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선풍기(1003200)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선풍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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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군 8.전기 기구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전기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름:

▣전기 기구와 올바른 사용법을 연결하여 봅시다.

전자레인지 1003207

● ●

증기가 나올 때 

얼굴을 가까이 

데지 않아요

전기밥솥 1003205

● ●

오븐용 장갑을 

끼고 음식을 

꺼내요

세탁기 1003201

● ●
빨래할 것만 

넣어서 사용해요

선풍기 1003200

● ●

날개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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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6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7.식물의 한살이

쪽수 198-199

성취기준 [6과학03-04]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해 식물의 한살이에 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한다

학습주제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강낭콩 송‘ 듣고 따라하기

전개

▣강낭콩 싹 틔우기 실험하기
▣[홀로그램 활동] 강낭콩 싹 트는 순서 알아보기
  -식물의 한살이_씨앗의 싹트기_강낭콩 씨앗, 떡잎, 싹(1003156)
▣강낭콩 싹 틔우기 관찰 기록장 작성하기

정리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강낭콩이 씨앗에서 싹이 날 때까지의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찰 기회를 
제공한다. 



- 293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강낭콩 씨앗, 떡잎, 싹(100315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강낭콩’)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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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군 7.식물의 한살이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이름:

▣강낭콩에서 싹이 트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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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6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8.지층의 모양

쪽수 228-229

성취기준 [6과학04-01] 지층의 관찰을 통해 지층의 형성 차례와 과정을 비교한다.

학습주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맥도날드 송‘ 듣고 따라하기

전개

▣지층이란?
▣층층이 쌓인 땅 만들기
▣[홀로그램 활동] 지층 관찰하기
  -지층 모형 만들기_지층생성과정(1003163)
▣지층이 쌓인 순서 적어보기

정리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지층 관찰을 통해서 지층이 쌓인 순서의 선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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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지층생성과정(100316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지층 생성 과정’)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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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군 8.지층의 모양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름:

▣지층이 먼저 쌓인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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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6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8.지층의 모양

쪽수 236-239

성취기준 [6과학04-01] 지층의 관찰을 통해 지층의 형성 차례와 과정을 비교한다.

학습주제 습곡과 단층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습곡과 단층 사진 살펴보기 

전개

▣습곡과 단층에 대해서 알아보기
▣습곡과 단층 모형 만들기
▣[홀로그램 활동] 습곡과 단층 생성과정 관찰하기
  -습곡과 단층_습곡 모형_습곡(1003164)
  -습곡과 단층_단층 모형_단층(1003165)
▣지층이 쌓인 순서 적어보기

정리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힘의 작용 방향에 따라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자연 현상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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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습곡(100316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습곡’)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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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단층(100316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단층’)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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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군 8.지층의 모양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습곡과 단층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름: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은 ‘습곡’ 사진을 검색하고 붙여 봅시다.

습곡 1003164

-지층이 힘을 받아(휘어지면 / 끊어지면) ‘습곡’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은 ‘단층’ 사진을 검색하고 붙여 봅시다.

단층 1003165

-지층이 힘을 받아(휘어지면 / 끊어지면) ‘단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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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6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3.동물의 생활

쪽수 80-81

성취기준 [6과학03-01]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먹이를 조사한다.

학습주제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의 생활을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사막과 극지방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영상

전개

▣사막과 극지방에서 생활하는 동물 알아보기
▣사막과 극지방의 특징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사막과 극지방에서 생활하는 동물 관찰하기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들_북극곰(1003166)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들_펭귄(1003171)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들_낙타(1003175)
▣사막과 극지방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생활 알아보기
▣사막과 극지방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먹이 알아보기

정리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의 생활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그램 및 증강현실(AR)의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한 동물의 신체적 특징과 먹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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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북극곰(100316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북극곰’)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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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펭귄(100317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펭귄’)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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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낙타(100317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낙타’)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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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군 3.동물의 생활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특이한 곳에 사는 동물의 생활을 
알아봅시다.

이름:

▣사막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의 생활을 정리해 봅시다.

북극곰 1003166

낙타 1003175

펭귄 1003171

▣[QR코드]사막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북극곰 1003166 해초 1003167 순록 1003168 바다사자1003169 물고기1003170

펭귄 1003171 갑각류 1003172 오징어 1003173 물고기 1003174

낙타 1003175 옥수수1003176 콩1003177 풀1003178 나뭇잎10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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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매직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학년 5-6학년군

교과 과학(나) 단원 8.지구와 달

쪽수 212-215

성취기준 [6과학04-04] 지구와 달의 모양을 비교한다

학습주제 5대양과 7대륙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알아봅시다.

활용도구  홀로매직, 홀로팡

준
비
물

교사 활동지

학습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또는 PC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노래로 세계 지리 배우기-5대양 7대륙> 함께 보기

전개

▣5대양과 7대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 알아보기
▣[홀로그램 활동]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 관찰하기
  -우리가 사는 지구_오대양 대표동물(1003181)
  -우리가 사는 지구_북아메리카 대표동물(1003182)
                     _남아메리카 대표동물(1003183)
                   _유럽 대표동물(1003184)
                   _아프리카 대표동물(1003185)
                   _아시아 대표동물(1003186)
                   _오세아니아 대표동물(1003187)
                   _남극 대표동물(1003188)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 더 알아보기

정리 ▣5대양 7대륙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정리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홀로매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동물의 오브젝트들을 검색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교사가 사전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여 붙일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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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오대양 대표동물(1003181)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오대양 대표동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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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북아메리카 대표동물(1003182)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북아메리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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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 _남아메리카 대표동물(1003183)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남아메리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 311 -

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유럽 대표동물(1003184)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유럽’)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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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아프리카 대표동물(1003185)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아프리카’)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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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아시아 대표동물(1003186)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대표동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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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오세아니아 대표동물(1003187)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오세아니아 대표동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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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활동 자료 안내

1 접속하기
∙스마트폰
  -마커 이용 접속(기기 왼쪽 QR코드 스캔)
  - QR코드 접속 안내를 따라서 접속 하세요
∙PC
  -홀로그램 기기와 인터넷 연결(wifi 스캔)
  -크롬 접속-주소입력(service.3dbank.xyz) 

2 콘텐츠 검색하기_남극 대표동물(1003188)

∙오른쪽 검색(돋보기 아이콘 그림) 버튼 클릭
∙검색하고자 하는 콘텐츠(‘남극 대표동물’) 입력 후 엔터
∙검색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선택

3 콘텐츠 상세보기
∙3D콘텐츠 보기
 - 3D버튼: 화면에서 3D로
  콘텐츠를 볼 수 있음
∙홀로그램 보기
 - 홀로그램버튼 :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보냄  
 - 설명듣기버튼 : 음성설명
∙증강현실 보기
 - 우측상단 AR버튼:
  AR사용법을 따라 주세요.

AR 보기

홀로그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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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군 8.지구와 달
학교

학년    반    번

과학 5대양과 7대륙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알아봅시다.

이름:

▣육지에 사는 동물의 이름을 적어보거나 사진을 붙여 봅시다.

▣육지에 사는 동물의 이름을 적어보거나 사진을 붙여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