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스팀 A
여름집중수업안내문
2019. 7. 17

스팀A반 여름집중수업 안내입니다.
집중 수업이라 해도, 7/24, 7/25, 7/26, 3 일 뿐입니다.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
죠?
수업일정입니다.
일자

1-6교시

7교시

장소

마치는
시간

7/24

박병윤 교수

강병련 교수
(스팀A공통과제수행)

기초2호관2114

16:10

7/25

강병련 교수

강병련 교수
(스팀A공통과제수행 혹은 단체상담)

이학2호관2311

16:10

7/26

SW
융합교육

없음

각자 수강 신청한
강의실

15:20

보충설명: 7/24는 여느 토요일처럼 박병윤 교수님과 6 시간 수업 후 7교시 한시간
(40분)을 강병련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6교시 끝난 후 그 방에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5/31 공지하였고, 6/15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상세히 설명은 못해서
아쉬웠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공통과제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7/25일도 7 교시까지입니다.
7/26일은 학생들이 여러 강의실에 흩어져서 수업하므로 7 교시 모임은 없습니다.

7/24일 준비물
7/24일 7 교시의 준비물입니다.
1. 첫 번째 준비물 (공통과제를 위한).
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불필요하게 큰 용기 가져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 비타민을 샀는데, 새로 개봉했을 때 내용물이 용기의 2/3 이하만 채워져 있
거나,
(2) (이건 엄마께 여쭤보세요.) 화장품 내용량에 비해 화장품 통이 더무 과하게
크게 만들어진 화장품통
(3) 과자 포장지
(4) 장난감 포장
등과 같이 우리가 먹거나 혹은 사용하는 물건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중 내용물
에 비하여 용기가 너무 커서 디자인만 다시 하면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것 들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오길 권장하며 (물론 한 가지만 준비된 학생은 한 가지만입니다.)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제일 안의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싸고 있었던
모든 포장용품을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함께 가져오길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 예 1) 세 통을 사면서 큰 포장과 함께 구입된 경우:

좌로부터: 종이포장, 그 속의 박스, 가운데 박스 속에 들어 있던 세 개의 통 중 하나

(준비 예 2) 안의 내용물이 어디까지 찼었는지
확인하세요. 옆의 그림은 표시한 예.
수치로 기억해 와도 됩니다.

(3) 내용물에 비하여 통의 외형이 훨씬 큰 용기 (같은 용기의 두껑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참조 : 5/31 밴드 공지물

2. 두 번째 준비물: 수학과학탐구대회 공식 계획서 제출
plkang@cnu.ac.kr로 파일로 제출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프린트, 혹

은 손으로 써서 직접 제출하여도 됩니다.
참조: 스팀A반 수학과학탐구대회 진행에 대해 6/11 밴드에 공지하였던 내용
6/15
1교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간단히 발표합니다.
2교시: 1 교시에 탐구한 주제를 중심으로 팀 짜기
3교시 : 팀별로 탐구 계획서(초안) 만들기
7/24

(수정 보완) 탐구 계획서 파일로 제출하기

9/7 탐구대회 중간 발표회
11/2 탐구대회 포스터 발표

* KBS의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프로 다시 보기 가능하면 시청해보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