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시[교수학습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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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말을 나누며 모둠별 ‘칭찬 모빌’을 꾸밀 수 있다.

수업자료

이전 차시에 완성한 반구들, 낚시줄, 칭찬쪽지, 싸인펜

수업의도

전 차시에서 협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배려, 이해심과 같은 마음이 필
요함을 알았다. 이를 위해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서로 칭찬하는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교 사
◉ 모둠별 모빌(구) 완성하기

시간

학 생
◉ 협동의 의미 생각해보기

자료(▶) 및
유의점(*)
▶ 전 차시에 완성한

-지난 시간에 협동의 의미를 생각 -모둠별로 반구 2개를 연결하여

모둠별 반구 2개씩

하며 만들었던 모둠별 반구 2개를 4D프레임 모빌(구)을 완성한다.

*장애학생에게

준비 연결해 볼까요?
활동 -협동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마 -모빌을

완성하기까지의

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떠올리며 대답하기

◉ 학습목표 예상하기

◉ 학습목표 추측해보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학습목표 파악하기

모둠

10’ 별 반구 2개씩 나눠
주는 역할을 부여한
과정을
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말을 나누며 모둠별 ‘칭찬 모빌’을 꾸밀 수 있다.
◉ 활동 순서 안내하기
<활동1> 친구에게 칭찬 쪽지 쓰기
<활동2> 모둠별 ‘칭찬 모빌’꾸미기
◉ <활동1> 친구에게 칭찬 쪽지 ◉ <활동1> 친구에게 칭찬 쪽지를

*모둠당 5명으로 구

쓰기

성한다.(전

써서 전달하기

차시의

-상대편 모둠의 2명 친구들에게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10’ 모둠원들과 동일)
칭찬하는 쪽지를 써 보세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서 쪽지에

*장애학생은 통합학급

적는다.

교사의 도움 하에 칭찬

중심 -상대편 모둠 친구들에게 칭찬 쪽 -쪽지를 준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쪽지 내용을 적게 한

활동 지를 전해 주세요.

다.(쪽지를 준 친구

웃으며 말하기

에게 꼭
◉ <활동2> 모둠별 ‘칭찬 모빌’꾸 ◉ <활동2> 모둠별 ‘칭찬 모빌’꾸

미기

미기

15’

-친구들이 칭찬해 준 쪽지를 자기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칭찬 쪽지
이름표에 연결되도록 붙여 보세요. 를 다양하게 붙이기
-모둠원들과 의논하여 우리 모둠 -싸인펜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미
의 ‘칭찬 모빌’을 꾸며 봅시다.

기
(테두리 디자인, 예쁜 캐릭터 그리
기 등)
-모빌 위쪽에 낚시 줄 묶기

◉ 정리활동 및 차시예고

◉ 모둠별 ‘칭찬 모빌’을 감상하기

-모둠별로 완성된 ‘칭찬 모빌’을 -다른 모둠의 ‘칭찬 모빌’을 감상
정리 감상해 볼까요?

한 후, 잘된 점을 찾아 칭찬하기

활동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 -오늘 활동을 하며 느끼거나 생각
표해 보도록 합시다.

했던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고마워’라

고 말하도록 유도함)

5’

4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모둠별 반구 나눠주기, 도움 받아 반구의 한 부분 연결하기, 도움 받아 칭찬 쪽지
쓰고 건네기
일반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사후 활동으로 완성된 칭찬 모빌 감상하고(쪽지
내용 함께 살펴보기) 우리 교실에 모빌 달기
반구 2개를 연결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 모둠원들 한명 한명이 연결별 하나씩을 책임지고 연결해야지 반구 2개를 바르게 연결할
수 있어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칭찬쪽지를 받지 못하는 친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 교사가 서로 칭찬할 모둠을 정해주고 모둠원들이 의논해서 상대편 모둠 친구 중 한
명씩 맡아 골고루 칭찬쪽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친구에게 칭찬쪽지를 건네주며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뻤어요.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
☞ 평소에 칭찬을 주고받지 않은데 이렇게 친구에게 칭찬을 들으니 어색하다. 그렇지
만 친구에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 친구의 칭찬거리를 생각하며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 다른 친구를 칭찬해 주니 나도 기뻐요.

4차시[활동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