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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존중
공동체 차시
덕목
역량

엄지현

본시
OH! 나의 실수!
주제
학습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소중한 경험임을 알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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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협동 활동을 할 때 실수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실수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
의도 문이다. 이번 시간은 나의 실수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자료 영상자료(1차시 활동사진), 실수종이, 실수무덤, 보물 상자, 동화책「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동요
단계 학습과정

학습활동

분

자료(▶) 및
유의점(*)

◉ ‘실수’에 대한 기억 나누기
- ‘실수’ 상기하기

▶ 1차시 활동사진

․ 1차시 활동사진으로 만든 영상 보며 실수 상기하기
동기유발

을 이용한 영상 자료

․ 공통 내용으로 ‘실수’라는 단어 떠올리기
- ‘실수’에 대한 생각 나누기
․ 활동 당시 실수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발표하기

도입

․ ‘실수’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생각해보기

5’

도입이므로 동기유
발에서 영상을 보

학습목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소중한 경험임을 알고 바르게 받아
제시 들일 수 있다.

여줄 때 학생들이
서로 놀리거나 비
난하지 않도록 유

<활동1> 내 실수 경험을 꺼내보기
안내

* 실수에 대한 첫

의하여 지도한다.

<활동2> 틀려도 괜찮아 책 읽고 생각 나누기
<활동3> 실수를 소중히 여기기
◉ 내 실수 경험을 꺼내보기
- ‘실수 종이’ 작성하기
․ 실수해서 속상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실수종이’에 적어보기

활동1

▶ 실수종이

․ 친구들 앞에서 그때의 상황과 들었던 느낌을 발표해보기

▶ 타임캡슐
▶ 책

- ‘실수’에 대한 감정 비우기
․ 타임캡슐 영상 보기
전개

* 발표하고 싶지 않

․ ‘‘타임캡슐’에 실수종이와 함께 4D블록 여러 개로 덮기
◉ 틀려도 괜찮아 책 읽기
활동2

은 학생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 교사가 들려주는 ‘틀려도 괜찮아’ 이야기 듣기
- 나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야기해보기
- 실수가 놀림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격려의 대상임을 알기

다.

33‘
▶ 보물 상자
▶ 편지
▶ 틀려도 괜찮아

◉ 틀려도 괜찮아 함께 부르기
활동3

- ‘틀려도 괜찮아’ 가락 익히기

책, 동요

․ ‘틀려도 괜찮아’ 동요를 따라 부르며 가락 익히기

https://www.yout
ube.com/watch?
v=IL-OSHSknU8
(유튜브)

◉ 실수를 소중히 여기기
활동4

- ‘타임캡슐’에서 실수종이를 꺼내보기
- 실수 종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며, ‘괜찮아’라고 하며 안아주기

다음차시 ◉ 다음시간에 공부할 내용 안내하기
정리 안내하기 - 4D프레임 롤러코스터 작품 만들기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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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후기 및 소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내 실수 경험을 꺼내보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을 수 있던 학생은 ‘혼났다, 엄마가
화났다’ 등의 글을 썼음. 그 외의 학생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음.
좋은 말 열매와 나쁜 말 열매 작성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팁
☞ ‘내 실수 경험을 꺼내보기’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여기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이
나 학부모, 또는 통합학급교사와 이야기하여 사례를 함께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 하는 것이 나음
틀려도 괜찮아 함께 부르기
☞ 이번 차시에서 좋은 동요를 익히는 활동은 이후(4차시) 공동 작품을 만들 때 좋은 분위기를 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서로가 실수하였을 때 ‘틀려도 괜찮아’동요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참
여함.
실수를 소중히 여기기
☞ 자신의 실수를 남 앞에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실수한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안
기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련하다는 표현을 많이 함. 2학년 어린 나이에도 실수에 대한 부담감
이나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짐. 8차시 중 제일 진지하게 임한 수업이었음.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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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도움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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