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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름이나 자기 이름 적기



① 탭을 눌러 각각 명령을 내려요.
거북선 척후선

② 을 눌러 거북선과 척후선의
③ 움직임을 확인해요.

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     은 속도조절버튼!)

③완성했다면 을 눌러요!

④성공하면 을 눌러 다음 단계로!다음



1. 팀 이름을 정한다!
2. 거북선, 척후선 역할을 나눈다!
3.  1대의 컴퓨터 앞에서 함께 하자!

(거북선을 맡은 사람은 거북선 블록을 조작하고
척후선을 맡은 사람은 척후선 블록을 조작하기, 번갈아 가며 하기 등)

둘이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도 실행이 가능해요!)



코딩파티를 시작할 때
함께 보면 좋을 이야기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 잘하는
부분을

가르쳐주면
좋을텐데..



...



그럼
오늘은



친구야 같이 하자!



한 컴퓨터에서
둘이서 같이
해보는 거야!



거북선, 척후선과
함께 하러 가기 >

오늘 하게 될 게임이야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https://codingparty.goorm.io/turtleship


이야기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조선수군훈련도에서 시작되지!



조선수군 훈련도는
조선 수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그린 병풍이야!





와 멋진 거북선들과
판옥선들이 가득하다!

영화 명량에
나온 배들 같았지!



맞아!

근데 아주 작은 배들도
있었어



척후선(사후선)이라고
부르는 배야!

작지만 가볍고 빠르지!



전투에 별로 도움이
안되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거북선이 공격을 하는 역할이라면

척후선은 전투에 앞서
적의 상황을 알아보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



서로가 가진 장점이 달라
역할이 달랐을 뿐!

둘 다 전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



그럼 거북선과 척후선이
어떻게 협동해서
전투를 했을까?



둘이서 함께
두 배를 움직여보자!
조선 수군훈련도
모습처럼 말이야!



+ 펭귄이 들려주는 한산도 대첩 이야기

한산도 대첩
이야기

들어볼래?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전날,
대규모 일본정예수군을 맞이한

이순신장군은
전투장소를 고민했지.

견내량에는 일본수군이 있었어.



아! 견내량이 어디냐고?
한산도 넓은 앞바다 옆의

좁은 물길이야.



견내량

한산도

한산도 앞 넓은 바다



견내량은 물길이 좁고
숨어있는 섬들도 많아.

그래서 200여척의 배들이
전투를 하기엔 어려웠지..



이때 이순신 장군은
과감하게 배 6척을 보내어
견내량에 있던 적들을
한산도로 유인했어!



그리고! 바로 1592년 임진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 드넓은 날개가 펼쳐졌지.

거대한 학의 날개! 조선 수군의 학익진이었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날의 거북선과 척후선이 되어볼까!



둘이서
함께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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