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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프레임 재료를 다양하게 연결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수업자료

<활동2>모둠별 재료(4색의 6cm연결봉 15개씩, 주황·보라 7cm연결봉 20개씩, 8발 60개)
연결봉을 길게 연결하여 둥근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둠원들과 힘을 합해 반
환점을 돌아오며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모둠별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모양을 만들어 높이
수업의도
쌓아 올리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4D프레임 재료를 가지고 모둠원들과 협동하며 또
다른 협동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교 사

학 생

시간

자료(▶) 및
유의점(*)

◉ 기쁨, 즐거움은 어떤 느낌일까? ◉ 춤을 추며 기쁨, 즐거움 느끼기

▶ 네이버 동영상 검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춤추어 볼까요? -혼자서/ 짝과 함께 춤추기

색(‘붕가붕가붕’)

-춤을 추면서 어땠나요?

* 교실 내 자리배치

준비 ◉ 학습목표 확인하기
활동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학습목표 파악하기

4D프레임 재료를 다양하게 연결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5’ 는 ⨅자 형태로 모둠
별로 배치한다.

협동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 활동 순서 안내하기
<활동1> 4D프레임 목걸이를 만들어 반환점 돌아오기
<활동2> 모둠별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높이 쌓아 올리기
◉ <활동1> 4D프레임 목걸이를 만 ◉ <활동1> 게임 규칙에 따라 모

▶반환점4개, 초시계

들어 반환점 돌아오기

둠원들과 협력하여 반환점 돌아오기

*4D프레임 목걸이가

-모둠별로 주어진 4D프레임 재료 -한 사람당 6cm연결봉 3개, 8발 3개

끊어지지 않고 반환

를 둥글게 연결해 보세요.

씩을 연결한 후, 모둠별 목걸이를 만든다. 15’ 점을 빨리 돌아오기

-게임 규칙을 함께 읽고, 규칙에 -규칙을 확인하고 모둠별로 차례

위해서는 모둠원들과

따라 활동을 진행해 봅시다.
<게임 규칙>

의 협력이 중요함을

차례 게임 진행하기

강조한다.

①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반환점을 돈다.
중심 ②끊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서 연결하고 미션 수행 후, 다시 출발한다.
활동 ③뛰거나 소리 내지 않는다.
-게임규칙을 지키며 가장 빨리 돌 -모둠별 게임진행 시간을 확인하고, 협
아온 모둠은?

*미션 : 바닥에 깔린
4절 색지 위에 모둠

력이 가장 잘 이루어진 모둠을 확인하기

원들이 모두 올라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 재미있던

상대방의 손뼉을 동

나요?

시에 마주치기

점 등을 자유롭게 말하기

◉ <활동 2> 모둠별로 여러 모양의 ◉ <활동 2> 모둠별로 여러 모양

기둥을 만들어 높이 쌓아 올리기

의 기둥을 높이 쌓아 올리기

-10분 동안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예시 자료를 본 후, 모둠원들과 15’ ▶ 예시 자료
모둠별로 높이 높이 쌓아 올려 보세요. 협력하여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리기
-튼튼하면서도 멋지게 가장 높이 -높이 쌓아 올리면서 가장 튼튼하
쌓아올린 모둠을 뽑아 볼까요?

고 멋지다고 생각되는 구조물에

-모둠원들과 활동하면서 느낀 점 스티커 붙이기
이 있나요?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 재미있
었던 점 등을 자유롭게 말하기

◉ 정리활동 및 차시예고

◉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협력함으로 기쁨과

정리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을 발표해 -재료를 정리하고 수업에 대한 소 5’ 즐거움을 느꼈음을
활동 봅시다.

감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상기시킨다.

5차시[수업 팁&수업후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 친구들과 함께 게임 참여하기, 모둠별 재료 상자 나눠주기, <활동 2>에서 연결발과
연결봉을 연결하여 사각형 만들기
일반교사와 이렇게 협력했어요!
☞ <활동1> 공동 진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대일 지원
게임으로 진행되는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속했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
○이를 격려해 가며 모둠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 “괜찮아, 우리는 1분 안에 가면 돼”라고 한 남학생이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
○이의 등을 밀며 함께 박자를 맞춰 나갔습니다. 게임 중간에 목걸이가 끊어져 미션을
수행해야 했지만 끝까지 즐거운 표정으로 활동을 마친 모둠에게 큰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활동2>에서 모둠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사가 만든 예시 작품을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튼튼한 기둥모양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 차시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협동하려는 모습이 더 자주 관찰되었어요. ‘나는 이
거 만들 테니 너는 이거 만들어’하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만들어 갔습니다.
☞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은 창의적인 모양으로 멋진 탑을 쌓아 올렸어
요. 기둥이 잘 안 세워지는 모둠에서는 아래 쪽에 연결봉과 연결발을 꽃아 무겁게, 넓
게 고쳐 만들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내용
☞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
한 멋진 기둥이 나와서 흐뭇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등
수업 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수업 지원을 하시는 특수교육실무사의 보고 내용
☞ “오늘 음악 시간에 꼬리잡기 게임을 하는데 ○○이가 속한 모둠에서 한 친구가 좀
빨리 돌려고 하자 다른 친구들이 ”너무 빨리 돌지 말자. ○○이가 따라 오기 힘들잖
아. 천천히 가자“라고 말하던걸요.”
5차시[활동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