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시[교수학습과정안]
주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인성
덕목

존중

핵심
역량

공동체역량

차시

8/10

학습목표 친구와 함께 물레방아 마을을 만들 수 있다.
물레방아 재료
수업자료 (3cm 연결봉 10개, 6cm 연결봉 2개, 7cm 연결봉 4개, 흰 연결봉(납작발) 2개, 8발 8개, 12
발 3개)

- 저학년 수준에 맞춰 세분화한 설명서를 보고 물레방아를 만든다. 빨리 끝난 학생
들이 ‘도움암행어사 목걸이’를 받고 돌아다니며 친구를 도와주도록 했다. 자신이
수업의도
만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도 예쁘지만, 친구의 것을 다 연결하여 많은 물레방
아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도
록 했다.
단계

학습
과정

준비

학습활동
◉ 다짐하기
- 우리가 만든 규칙 다같이 외치기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5’

도입
◉ 물레방아 알아보기
- 포털사이트에서 ‘물레방아’ 검색해보며 사진과 설명 확인하기
▶우리가 만든 규칙판

학습
문제 친구와 함께 물레방아 마을을 만들어봅시다.
안내
활동
안내

<활동1> 물레방아 만들기
<활동2> 물레방아 마을 만들기
▶설명서 종이, 물레방아
재료,도움암행어사 목걸

중심
활동

이,대형 마우스패드

◉물레방아 만들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
- 대형 마우스패드 위에 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하고 개수를
료 주머니를 나눠주도록
확인하기
활동1
15‘
한다.
- 단계별 사진을 보며 기준에 맞게 물레방아 만들기
* 재료가 굴러가거나 책
상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책
상을 덮을 수 있는 부직
포 또는 대형마우스 패드
를 사용한다.

- 물이나 바람을 활용하여 물레방아 돌리기

▶ 연결재료(6cm 연결봉
◉ 물레방아 마을 만들기
2개)
- 조원들의 물레방아를 서로 연결하여 물레방아 마을 만들기
*연결할 때 모든 물레방
- 테이프를 활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키기
활동2
15‘
아의 날개가 같은 방향으
- 선풍기 바람으로 여러 개 물레방아 동시에 돌려보기
- 반 친구들의 물레방아를 모두 연결하여 물레방아 마을 만
로 기울어져 있어야 동시
들고 돌려보기
에 돌아갈 수 있다.

정리
정리 하기
활동 차시
예고

◉ 정리하기
- 재료를 정리하고 수업에 대해 소감 발표하기

*각자

5’
◉ 다음 차시 안내
- 다함께 가을을 꾸며봅시다.

만든

조립품이기

때문에 교실에 전시하거
나 집에 가져가도록 한
다.

8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재료 나눠주기, 일반교사의 지원을 받아 연결봉과 연결발 끼워 물레방아 만들기

통합학급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제공
☞ 도움암행어사가 나타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역할을 맡겨주어 친구와의 상호작용 기회 주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요!
☞ 물레방아 재료를 구매하면 설명서가 동봉되어 옵니다. 하지만 저학년이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한 사진 안에 함축
되어 있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단계화하여 설명서를 따
로 제작했더니, 이해가 느린 일반 학생들도 쉽게 보고 만들 수 있었어요.
☞ ‘물레방아 만들기’에서는 날개를 만들 때 연결발의 각도를 비스듬히 끼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물레방아 마을을 만들어 동시에 돌릴 때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교사
가 돌아다니며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요!
☞ 반 친구들의 물레방아를 모두 연결하여 동시에 돌리면,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 때,
교사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이에요.
☞ 처음에는 오래 걸리던 친구들이 오늘은 빨리 끝내서 도와주는 것을 보고 놀랬다.
☞ 우리 조는 끝까지 안 돌아가서 속상하다.
☞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물레방아가 빨리 완성됐다.

8차시[활동 사진]

8차시[도움 자료]
물레방아 설명서 자료(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