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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꿍과 함께 참가해요

“

짝꿍아 함께하자!”

1차시[교수학습과정안]
짝꿍아 함께 준비하자! 인성
덕목

주제
학습목표
수업자료

수업의도
단계

핵심
역량

자기관리능력

차시

1/5

수리과학 창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계획을 세우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인터넷 동영상 및 사진 자료 (http://www.4dcrt.co.kr), 주제탐색 PPT, 대회참가계획서,
팀당 포디프레임 재료 –초등1부 연습용키트(대회용)
대회를 소개하고 스스로 참가계획을 짜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봄으로써 앞으로 참가하게
될 수리과학 창의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과정

준비
활동

협력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 수리과학 창의대회란?
동기
유발

- 수리과학창의대회 사이버로 탐색하기
http://www.4dcrt.co.kr
- 수리과학 창의대회 영상 및 사진 감상하기

▶ 인터넷 동영상 및
5’

학습
문제

(http://www.4dcrt.co.kr)

수리과학 창의대회 참가 계획을 세워봅시다.

대회 갤러리 및

안내
활동
안내
중심
활동

대회영상

<활동1> 팀이름 정하기 및 주제탐색
<활동2> 대회참가계획서 작성하기
<활동2> 주제에 맞는 작품 만들기
◉ 팀 이름 정하기 및 주제탐색

▶주제탐색 PPT

- 팀 이름 정하기
활동1

- 팀 이름 의미 소개하기

▶대회 참가계획서

- 주제 탐색하기(생명과 우주)

*대회참가계획서를

- 짝과 토론하여 주제 정하기
◉ 대회참가계획서 작성하기

작성해보며

학 창의대회에 대한

- 짝과 협력해서 주제 정하기
- 대회 참가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30‘

기대감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 대회 일정 알아보기

▶팀당
◉ 주제에 맞는 작품 만들기
활동3

앞으로

참가하게 될 수리과

- 팀별 주제 발표하기(생명과 우주)
활동2

사진자료

포디프레임

재료

- 포디프레임을 소개하기

*포디프레임

재료를

- 포디프레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각자 만들어보기

자유롭게 만져보는 시

- 짝과 협력해서 주제와 관련된 작품 만들어보기

간을 충분히 주어 재
료에 익숙해지게 한다.

◉ 정리 및 반성하기
정리
활동

-작품 감상하기
정리하기 - 재료를 정리하고 수업 후 느낀 점 발표하기
◉ 차시예고
- 작품 조립순서도 만들기

5’

1차시[수업 팁&수업후기]

우리 팀을 소개해요

[아띠아띠]

[창천 드림팀]

[죽마고우]

주제를 탐색해요
☞ 주제 탐색 PPT자료를 보면서 대회 주제인 [생명과 우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짝과 함
께 만들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해 본 뒤 팀별로 만들고 싶은 주제를 정했어요.
☞ 주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포디프레임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예시로 보여주었어요.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발표한 소감
☞ 포디프레임 재료를 처음 접해봤는데 쉽고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서 만드는 것이 신기하고 즐
거웠어요.
☞ 짝과 함께 만들어보니 친구와 의논하고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 곧 있을 수리과학 창의대회에 짝과 함께 참가하게 되어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요.

수업 진행 후 교사 소감
☞ 방과후에 진행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포디프레임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동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척 대견스러웠다.
☞ 우리 반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통합학급
친구들을 보면서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뿌듯했다.

1차시[활동 사진]

1차시[도움 자료]
주제탐색 PPT

대회참가 계획서 중 [우리 팀을 소개해요]

친구랑 함께해요! 포디프레임

 우리 팀을 소개해요

팀 이름 :
우리팀 한 줄 소개 :



대회 참가 계획서 중 [대회 유의사항]

친구랑 함께해요! 포디프레임
 수리과학 창의대회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