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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급 내 공동체 프로그램

“

친구야, 함께 하자!”

1차시[교수학습과정안]
주제

4D프레임과 친해져요

인성
덕목

배려

핵심
역량

심미적

차시

1/7

학습목표

4D프레임 재료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당 4D프레임 재료(6cm노랑/초록/파랑 연결봉 20개씩, 3cm주황/노랑/연두 연결봉 20개씩,
8발 30개, 6발 30개)
4D프레임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으로, 모둠별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수업의도
마음껏 표현해 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 요소
동기유발

교 사

학 생

◉ 담임교사의 신호에 따라 ◉ 선생님에 대해 알기

시간

7‘ ▶ 4D프레임 재료가

등장 후, 선생님 소개하기
준비

자료(▶) 및
유의점(*)
담겨진 상자

◉ 상자 속 물건 예상하기

◉ 상자 속 물건 알아보기

* 1모둠 당 4명으로

◉ 학습목표 확인하기

◉ 학습목표 파악하기

구성한다.

활동

4D프레임 재료를 활용하여 탐색하고,
학습목표
확인

모둠별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활동 순서 안내하기
<활동1> 4D프레임 재료 탐색하여 포현하기
◉

<활동2> 모둠별로 만들어진 결과물 소개하기
<활동1>4D프레임 재료 ◉ <활동1>모둠별로 자유롭
게 탐색하며 만들기

* 1모둠 당 4명으로

모둠별로

탐색하고 표현하기

20’ 구성한다.

탐색하기

- 제한된 시간 동안 4D프레 - 모둠별로 주어진 4D프레

* 20분 동안 학생들

임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임 재료를 가지고 각자 또

이 자유롭게 만들 수

탐색해 보세요.

있도록 한다.

는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

◉ <활동2> 결과물 소개하기 ◉ <활동2> 결과물 발표하기
- 모둠별로 어떠한 결과물 - 모둠별 대표가 나와 자신
결과물
중심
활동

의 모둠에서 만들어진 결과 10’

이 만들어졌나요?

소개하기

물에 대해 발표한다.
- 똑같은 재료를 주었는데 -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
모둠별로

다양한

결과물이 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나왔네요.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볼까요?
◉ 활동 정리 및 차시예고

◉ 프로그램의 필요성 알기

- 오늘은 4D프레임 재료를 - 연결봉 하나하나는 4학년
가지고

자유롭게
시간을

*연결봉을 따로 따로
두었을 때보다 여러

탐색해서 친구들 한명 한명과 같다는 3’ 개의 연결봉을 이었

정리

표현해보는

가졌습 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 모

을 때 멋진 작품을

활동

니다. 여러 개의 연결봉과 여 멋진 4학년 ○반을 만들

만들 수 있었음을 강

연결발이 모여 멋진 작품이 수 있음을 안다.

조한다.

만들어졌어요.
- 앞으로 진행되는 6차시의 수 -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
업동안 4D프레임 재료를 가지고 해 기대한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더 멋진 작
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1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재료 상자 나눠주기, 연결봉과 연결발을 끼워 간단한 도형 만들기(특수학급에서 미
리 연습)
일반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연결봉과 연결발만 주고 모둠에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조건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마세요!
☞ 모둠별로 각자가 또는 2명씩 짝을 지어 또는 모둠원이 모두 함께 만드는 등 아이
들은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며 느껴가요!
☞ 함께 만드는 모둠들 중에서도 모둠원과 의논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만들어가
는 모둠도 있고,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 함께 만들자고 했지만 중간에 서로 마음이 맞
지 않아 말다툼을 하는 모둠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이에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이가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지 않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 그냥 빨대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 개가 합쳐져서 크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요.
☞ 친구들과 의논해서 함께 만들었더니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서 즐거웠어요.
☞ 뭘 만들지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함께 만들고 나니 뿌듯해요.

1차시[활동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