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용 PPT



‘학습코칭 러닝맨’은 상담사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습관과 학습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 개선점을 코칭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카드형 학습상담도구입니다. 



구성품알아보기



01. 질문카드 22장

‘학습태도’의바람직한정도관련질문 11장 ‘학습지원’의필요정도관련질문 11장



02. 선택카드 4장

질문카드에대한답변카드



03. 학습유형카드 4장

4가지학습유형에대한카드



04. 상황카드 31장

다양한학습상황내용이담긴카드



05. 습관카드 62장

긍정습관카드 31장 부정습관카드 31장



06. 활용지침서, 케이스

활용지침서 1부 케이스



활용방법



활동 1. 나의학습유형은?



1. 선택카드를아래그림과같이나란히놓아요.



2. 질문카드를한장씩읽어보아요.



3. 질문카드의내용에해당하는답변을선택카드중에서찾아놓아요.

파란색 질문카드는 파란색 선택카드에,

빨간색 질문카드는 빨간색 선택카드에 놓아주세요.



4. 어느선택카드에질문카드가많이모였는지살펴봐요.

파란색 YES, 빨간색 YES 카드!



5. 두선택카드를포함하고있는학습유형카드를찾아보아요.

이것이 나의 학습유형이에요!



6. 자신의학습유형에해당하는카드내용을읽어보세요.



활동 2. 나의공부습관은?



1. 아래그림과같이긍정/부정습관카드더미를만들어두세요.



2. 한장씩살펴보며자신에게해당하는습관카드를모두선택해요.

이 부분을 보며

선택해요.



3. 교사는학생이선택한카드의내용을보며피드백을주세요.

[강화 피드백]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OO이는 잘하고 있구나!

[솔루션 피드백]

비교할 때 비참해진다는말이 있어요. 

친구와 서로 도우며 같이 공부해보세요.



활동 3. 도와줘, 러닝맨!



1. 상황카드더미와습관카드더미를만들어주세요.
※ 습관카드는골고루잘섞은후더미를만들어주세요.

상황카드 습관카드



2. 플레이어들은습관카드를 7장씩나누어가져요.
※ 내용이보이지않도록, 뒷면이보이는상태로나누어가져요.



3. 선플레이어가상황카드한장을뒤집어큰소리로읽어요.
※ 순서는가위바위보로정해요.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었어요. 

도움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피하고 싶네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성이 있는 카드로

보유능력 별 두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4. 플레이어들은상황카드속성의개수만큼자신의습관카드를앞으로내요.

예) 상황카드의 <속성>이 1개이므로

각자 습관카드를 1장씩 내요.





5. 낸카드를뒤집어봅니다. 



6. 상황카드의획득조건에맞는습관카드를낸플레이어가상황카드를획득!

‘마음’의 속성이 있는 카드로

보유능력 별 두 개 이상



이럴땐이렇게! – 상황카드획득조건

1. 상황카드의 획득조건을 충족시키는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여럿일 경우

: 별의 개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상황카드를 획득합니다. 

별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카드는 무효처리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2. 상황카드의 획득조건을 충족시키는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없을 경우

: 해당 상황카드는 무효처리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럴땐이렇게! – 습관카드획득조건

1. 상황카드를 획득한 플레이어

: 사용한 습관카드는 버리고, 습관카드 더미에서 새 카드를 가져옵니다.(사용한 만큼)

2. 나머지 플레이어

: 사용한 습관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럴땐이렇게! – 학습과부화상태

1. 플레이어가 보유한 습관카드가 12장이 되면 학습 과부화 상태가 됩니다.

: 이때, 플레이어는 다음 순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1회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 후, 해당 플레이어의 오른쪽 사람이 카드 3장을 랜덤으로 뽑아 제거해줍니다. 



7. 상황카드가소진될때까지진행, 상황카드를가장많이가져간플레이어가승리!



활동 4. 능력 UP!



1. 상황카드더미를만들어주세요.
※ 골고루잘섞은후더미를만들어주세요.

상황카드



2. 습관카드는골고루섞은후, 똑같이나누어가져요.
※ 각자자신의앞에더미를만들어주세요.

상황카드



3. 선플레이어가상황카드한장을뒤집어내려놓아요.
※ 순서는가위바위보로정해요.
※ 해당게임에서는미션을사용하지않아요.



4. 플레이어들은순서대로각자의카드더미에서카드를한장씩오픈하여내요.
※ 상황카드의속성과별개수(카드에제시된개수이상)에맞는카드가나올때까지돌아가며내요.
순서대로오픈해가다가조건에맞는카드가나오면, 해당플레이어가상황카드를가져가요.

①

②

③



이럴땐이렇게! – 상황카드의 ‘속성’이 2개이상일경우

1. 예) ‘마음, 행동’ 속성에 별 3개가 있는 상황카드

: 1번 순서 플레이어가 ‘마음’ 속성의 습관카드를 냈다면, 2번 순서 플레이어는 ‘행동’ 속성 습관카드만 내도

해당 상황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단, 별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함)

① ②



이럴땐이렇게! – 상황카드에 ‘속성’, ‘별’이없는경우

1.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카드를 오픈하고, 별의 개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상황카드를

획득!



5. 상황카드를모두소진하거나습관카드를모두소진한플레이어가나오면게임을종
료합니다. 

6. 상황카드를가장많이획득한플레이어가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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