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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가. 기간: 2018년 6월
나. 대상: 3학년 1반, 2반, 3반, 4반 총 97명
다. 과목 및 단원: 국어 2-1-8. 의견이 있어요
라. 프로젝트 수업 주제: 우리반의 해결해야 할 문제 찾고 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
나누고 실천하기.
<관련 성취 기준>
[읽기 4국02-01]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읽기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쓰기 4국03-01]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쓴다.
<국어 자료의 예>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 문단이나 짧은 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쓴 글
<교과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단원 학습 목표> 글을 읽고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도 중점 사항: 의견 개념 지도, 글 읽으며 의견 파악하기, 까닭 들어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재구성 방향>
'까닭 들어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를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 이 과정 중에 의견 파악하기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리라 기대하며
정선된 교과서 제재 글 읽고 의견 파악하기는 단원의 뒷부분으로 재배치함.

<3학년 1,2,4반 사례 추후 보강 예정>

<3학년 3반 사례>

더 좋은 우리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가. 기간: 2018년 6월 2~3주
나. 대상: 3학년 3반 24명

<프로젝트 진행 과정>
Quest 1 (퀘스트 1) - 팀 구성 및 팀 세우기
1.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 살펴보기
2. 우리는 한 팀! - 팀 세우기

3. 우리팀 규칙 세우기

Quest 2 (퀘스트 2) - 문제 구체화하기(1~2차시)
1.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불편한 점)?
-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 왜 그것이 문제일까요(불편할까요)?
-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리가 해결/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Quest 3 (퀘스트 3) - 문제 해결 실천 알림 활동하기
1. 해결 방법 실천하기
- 각자 모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알림활동 결과물 만들어 발표하기

인형극으로 알림활동하기 – 체육 활동할 때

뉴스로 알림활동하기 – 교실에서 표창

내가 한 게 아니어도 사과하기

날리지 않기

역할극으로 알림활동하기 – 수업시간에

역할극으로 알림활동하기 – 핸드폰 받을 때

표창 접지 않기

순서 정해서 받기

역할극으로 알림활동하기 – 깨끗한 교실

뉴스로 알림활동하기 – 친구에게 고운 말

만들기

쓰기

<알림활동 결과물>

Quest 4 (퀘스트 4) - 성찰일기 쓰기(1차시)
1. 실천하고 나서 느낀 점 팀원과 나누기
2. 나의 성찰일기 쓰기
- 무엇을 배웠나요?
- 팀 활동에서 나는 얼마나 기여했나요?
- 팀원 각각은 얼마나 기여했나요?
-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