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시[교수학습과정안]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주제

인성
덕목

협력

핵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차시

7/10

학습목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멀리 나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수업자료

무동력 자동차 재료
(3cm 연결봉 10개, 6cm 연결봉 13개, 8발 11개, 흰 연결봉(납작발) 4개, 바퀴 4개)

- 협동을 한 글자씩 나눈 ‘협이’, ‘동이’로 가상의 역할을 만들어서 각 단계에서 각
각 역할을 주었다. 짝과 누가 협이, 동이를 맡을지 정한 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만
들도록 하여 잘하는 학생이 혼자 독점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업의도
- 처음으로 움직이는 조립물을 만드는 만큼 전차시보다 난이도가 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습을 한다.
단계 학습
과정
준비
활동

학습활동
◉ 다짐하기
- 우리가 만든 규칙 다같이 외치기

시간 자료(▶) 및 유의점(*)
5’

도입
◉ 생활 속 바퀴가 달린 물건 확인하기
- 실생활 속 바퀴가 달린 물건 사진을 보며 동기유발하기
학습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멀리 나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문제 있다.
안내
활동
안내

▶PPT, 우리가 만든 규칙

<활동1>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활동2> 자동차 정비하기

중심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활동

설명서, 무동력 자동차 재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 2명씩 한 팀으로 구성하기
활동1
- 짝과 함께 ‘협이’와 ‘동이’ 역할 정하기
- 단계별 사진을 보며 짝꿍과 함께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20‘

료, 도움암행어사 목걸이
*설명서 자체에 ‘협이가
하는 역할’과 ‘동이가 하
는 역할’을 구분하여 나타
내어서, 한 사람이 독점하
여 만들지 않도록 한다.

▶경사로
◉ 자동차 정비하기
*경사로는 교실에 있는
- 팀별로 함께 만든 무동력 자동차를 경사로에서 굴려보기
활동2
10‘
재료를 기울어 간이 경사
- 더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동차 다시 만들기
로를 만들어 사용한다.

정리
정리

하기

활동
차시
예고

◉ 정리하기
- 재료를 정리하고 수업에 대해 소감 발표하기
예)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를 수리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멀리 나가는 자동차와 조금 나가는 자동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즐거웠던 과정은 무엇인가요?
◉ 다음 차시 안내
- 물레방아를 만들어봅시다.

5’

*재료주머니에 재료를 넣
어 회수한다.

7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재료 나눠주기, 일반교사의 지원을 받아 연결봉과 연결발 끼워 짝과 함께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통합학급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제공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요!
☞ 무동력자동차 재료를 구매하면 설명서가 동봉되어 옵니다. 하지만 저학년이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한 사진 안에
함축되어 있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단계화하여 설명서
를 따로 제작했더니, 이해가 느린 일반 학생들도 쉽게 보고 만들 수 있었어요.
☞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에는 얇은 연결봉을 일반 연결봉에 끼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에 힘이 약한 저학년들이 이
과정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학년 수업의 경우 이것을 수업 전에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 설명서에 각 단계별‘협이’, ‘동이’의 역할을 따로 주어서, 싸우지 않고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어요.
☞ 무동력 자동차는 연결발과 연결봉을 제대로 끼우지 않거나 얇은 하얀 연결봉이 일반 연결봉이 너무 많이 들어가
게 되면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약하게 끼운 경우에는 경사로에서 내려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래서 <활동2 : 자동차 정비하기> 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처
음부터 대부분 잘 만드는 경우에는, 다함께 경주를 하고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할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이에요.
☞ 내 뜻대로 고치고 싶은데 친구가 안 들어줘서 어려웠다.
☞ 자동차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좋았어요.
☞ 얇은 하얀색 끼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 마음이 안 통할 때 어려워요.

7차시[활동 사진]

7차시[도움 자료]
동기유발자료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설명서(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