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아름다운 꿈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 동아리 활동
도일초등학교 돌봄교실 금모래반

운영 계획

지도교사 임00

1. 목 적
1) 주제가 있는 창작동요 부르기 활동을 통해 심성을 계발한다.
2) 노래 부르기 활동과 더불어 그리기, 모둠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동아리 분위기를 만들고 돈독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2. 대상 및 기간
1) 대 상 : 돌봄교실 금모래반 학생 17명(1학년 11명, 2학년 6명)
2) 기 간: 2018년 4월18일~2018년 12월 26일 (매월 2,4주 수요일 13:10-13:40)
3) 장 소 : 금모래반

3. 운영방법
1) 매월 2,4주 수요일 13:10-13:30에 다양한 주제의 창작동요를 익힌다.
2) 노래와 어울리는 꾸미기, 만들기, 모둠별 중창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세부 활동 계획
활 동 주 제

활 동 내 용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없는 게 메리트’ 가사 의미 보기
▸‘없는 게 메리트’ 노래 익히기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일(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꿈 갖기

▸꿈이 없다면 어떨까?
▸꿈을 이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익히기
▸‘꿈꾸지 않으면’ 노래 익히기
▸‘없는 게 메리트’와 ‘꿈꾸지 않으면’ 중 한 곡을 골라
뮤직비디오 화면 구성하기
▸(핸드폰)카메라 등 녹화자료를 이용하여 뮤직비디오 만들기

활 동 주 제

활 동 내 용

▸‘나의 친구’노래 익히기
▸ 2모둠이 한 팀이 되어 팀별 노래하기
▸ 활동 평가하기
▸ 나눔을 실천해 본 경험 이야기하기
나눔

▸‘들꽃 이야기’ 노래 익히기
▸ 가사 바꿔 부르기
▸ 내가 잘 하는 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찾기
▸‘선물할게’ 노래 익히기
▸ 같은 동아리 친구에게 노래 부르며 편지(선물) 전하기

▸실패하거나 뒤쳐진 경험,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 나누기
▸‘바로 그 한사람이’ 노래 익히기
배려

▸‘꼴찌를 위하여’ 노래 익히기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찾기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 찾아 적어보기

▸나(친구)와 어울리는 계절은 무엇일까?
나의 계절

▸겨울왕국 ’Let it go’노래 익히기
▸나(친구)와 어울리는 계절로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배운 노래를 중심으로 모둠별/팀별로 노래 정하여 중창 대회 하기
▸우수팀 선정하기

5. 기대효과
1) 주제가 있는 동요나 건전가요 부르기 활동을 통해 고운 심성을 갖게 되어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노래 부르기 활동과 더불어 그리기, 모둠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 분위기가 형성되어 교우관계가 돈독해 짐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