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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현

본시
좋은 말과 함께 만들어보자!
2/8
주제
학습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며, 함께 공동작품을 만들 수 있다.
목표
수업 1차시에 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면 2차시는 활동에 몰입하는 중간 중간 무심코
의도 사용하는 어휘를 점검하여 보고 이를 교정해 나가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PPT, 포스트잇, 영상(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4D프레임 축구공 만들기 3세트
단계 학습과정

학습활동

분

자료(▶) 및
유의점(*)

전시학습 ◉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 이야기 해보기
상기
도입 학습목표
제시

- 기분 좋은 말의 탑과 듣기 싫은 말의 탑 활동 이야기하기

서로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며 함께 공동작품을 만들 수 있다.

3’

▶ 1차시 사진자료
▶ PPT 2차 시

<활동1> 세 글자 송 만들기
안내

<활동2> 4D 프레임 ‘축구공’ 만들기
◉ ‘세 글자 송’ 노래 만들기

▶ 영상
(리자로 끝나는 말은)
http://jr.naver.com/s/

- ‘세 글자 송’ 가락 익히기
․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동요를 따라 부르며 가락 익히기
활동1

- 세 글자 송 만드는 방법 익히기
․ 예시를 보며 세 글자의 좋은 말을 생각해보기

textbook_song/view?
contentsNo=258

15‘ - 포스트 잇

- 세 글자 송 만들기
전개

* 좋은 말의 순서는

․ 조원들과 함께 세 글자 송 만들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정하도록 함

․ 다른 조원들 앞에서 발표하기
◉ 4D 프레임 ‘축구공’ 만들기

▶ 4D 축구공세트
(팀당 1개 세트)

- 축구공 모델을 보며,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야 함을 알기
․ 축구공 만드는 과정의 매뉴얼 확인하기

▶ 미니축구골대

- 공동작품을 함께 만들기
활동2

․ 규칙을 지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며 공동작품을 만들기 17‘ *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 때,

- 작품을 만든 후 반성해보기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최대한 자유

․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썼던 말들을 점검하기

롭고 다양하게 나

․ 어떤 말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기분 좋은 말이었는지 발표해보기

오도록 함.

․ 기분 좋은 말을 한 가지 말하며 축구공을 골대에 넣어보기
◉ 일주일동안 해야 할 미션 안내하기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담긴 편지 한통씩 쓰기
정리 정리하기

․ 이번 주 점심시간 중 10분 정도 특수학급에 방문하기
․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몸짓으로 사진 찍기(폴라로이드)
․ 편지에 친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담김 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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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시 자료를 보
여주며 각각의 학생
과 시간 약속을 하
도록 함.

수업 후기 및 소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일반학생들이 만든 세 글자 카드의 순서를 읽어보고 배열하는 활동을 하였어요.
☞ 2차시 활동 전 정규수업시간에 축구공 중 중요 부분인 오각형 만들기를 연습하였습니다.
연습이 잘 된 학생은 조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하였으며, 연습이 잘 되지 못한 학생은
일반학생에게 설명한 후 한번이라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글자송을 부르며 축구공 만들기
☞ 축구공 만들기 할 때 세글자송을 흥얼거리거나 조원와 함께 부르며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다우 프로그램 참조)
일반학생의 도움 역할 부여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교사가 제공하였지만 이에 대한 도움을 각
조의 일반학생들이 주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의 반응
☞ 처음 4D프레임을 접하다보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다음 만들 작품에 대해
물어 보기도 하였으며, 잘못했던 것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친구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잘 만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조는 역할 분담이 잘 되
었으나 그렇지 못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조는 일반학생이 거의 독식하여 만들었습
니다. 그 이유는 일반학생들도 4D프레임을 처음 다루다 보니 서투르며,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익히는 것을 병행해야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까지 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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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도움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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