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교수학습과정안]
주제

인성
덕목

우리는 하나!

협력

핵심
역량

공동체

차시

2/7

학습목표

우리 반을 상징하는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며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수업자료

1인당 4D프레임 재료(7cm주황 연결봉 21개, 6발 6개)

몇 개의 연결봉과 연결발을 이용해 점점 더 큰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반
수업의도 한명 한명이 모두 힘을 합칠 때 멋진 반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협력수업 ◉ 특수교사 주도로 진행 ◎ 일반교사 주도로 진행 ★ 공동 진행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학습 요소
동기유발

교 사

학 생

시간

◎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 건축물들의 공통점 생각

▶ 사진자료

건축물 사진 자료 보여주기 해보기
-다음 건축물(다리구조, 송신탑, 타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준비

워크레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있어요.

활동

◎ 학습목표 예상하기

◎ 학습목표 추측해보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학습목표 파악하기

5’

확인

http://terms.naver.com/entry.
nhn?docId=3573282&cid=589
40&categoryId=58956
http://cafe.naver.com/weblog
ger/9820
https://www.yooniqimages.co
m/kr/images/detail/100470286
/Creative/electrical-towers

* 팀티칭 및 지원교수

우리 반을 상징하는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며 우리는 하나로

(팀티칭이란?: 전체의 단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습목표

자료(▶) 및
유의점(*)

일 집단을 대상으로 두 교
사가 다른 교수 역할을 수

◎ 활동 순서 안내하기
<활동1> 작은 삼각형 구조물 만들기

행하는 협력수업 형태)

<활동2> 큰 삼각형 구조물 만들기

▶ PPT자료

◉ <활동1> 작은 삼각형 구 ◉ <활동1> 작은 삼각형 구

작은 삼각형 조물 만들기

조물 만들기

구조물

- 4D프레임 재료를 가지고 - PPT사진을 보며 순서에

만들기

작은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 따라 만든다.
어 봅시다.(1단계 삼각형)

15’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모둠별 재료를 나눠주고

- 이름표에 이름을 쓰고,

일반교사와 함께 만

연결봉에 끼운다.
<1단계 삼각형 만드는 과정>

드는 활동에 참여한다.

중심
활동

★ <활동2> 큰 삼각형 구조 ★<활동2> 협력해서 큰 삼

큰 삼각형
구조물
만들기

물 만들기

각형 구조물 만들기

- 작은 삼각형 구조물 4개를 모 - 모둠별로 의논해서 작은
아 큰 삼각형 구조물이 될 수 있 삼각형을 합체해 본다.
게 합체해 봅시다.(2단계 삼각형) (모둠별 4명이, 2단계 삼각형

15’

▶ 완성된 삼각형 구조물
2
단
계

- 어떻게 합체하면 좋을까요? 을 완성한다.)
- 모둠별로 만들어진 삼각형 - 모둠별 대표로 1명씩 돌아
구조물들을 또 합체해 볼까 가며 나와서 한 부분씩 합체해
활동
정리
활동

요?(3단계 삼각형)
◉ 정리활동하기

본다.(3단계 삼각형 완성)
◉ 완성 구조물에 4학년 ○반

- 드디어 큰 삼각형 구조물 증표 달기

* 4학년 ○반을 나

타내는 삼각형 모양
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 학급 대표로 특수교육대 5’ 의 표를 미리 만들어
이 협력해서 만든 멋진 작 상학생이 나와 일반교사와
둔다.
함께
표를
단다.
품에 4학년 ○반이라는 표
를 달겠습니다.

2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재료 상자 나눠주기, 1단계 삼각형 만들기(만드는 과정을 한 장면씩 보며 만들기,
특수학급에서 미리 연습), 학급 대표로 나와 우리반 증표 달기
☞ 1단계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실 TV화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집중하기 어
렵습니다. 따로 인쇄해서 한 장씩 넘겨 가며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일반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특수교사와의 팀티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작은 삼각형이 친구들의 삼각형과 연결될수록 점점 큰 삼각형 구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무척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협동 수업입니다.
☞ 1차시 수업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삼각형 구조물까지 완성하는 데 시간이 다
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만들고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체계적
인 설명․시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 수업 후,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
☞ “그동안 ○○이 옆에서 뭘 함께 해 본 적이 없어 미안했는데 오늘 수업을 하며 ○
○이가 중간중간 자기 마음대로 연결봉과 연결발을 연결하려고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진을 보며 끝내 삼각형을 만들어 내는 걸 보며 ○○이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가 수업에 참여할 수는 방안을 하나라도 고민해 봐야겠어요.”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
☞ ○○이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랑 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 다른 시간에도 ○○이가 우리랑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요.
☞ 혼자 큰 삼각형 구조물을 만들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친구들과 나눠서 하
니 짧은 시간 안에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연결하려고 하니 조금 짜증이 나고 힘들기도 했어요.
2차시[활동 사진]

2차시[도움 자료]
<활동 1> 작은 삼각형 구조물 만들기 PPT자료

<정리활동> 학급 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