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설명 

 

케이건 구조를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 간단하면서도 쉬운 협동 학습의 구조적인 전략   

과학적 연구에 의해 40 년 이상 지지되어온 이 혁신적인 교수법은, 셀 수 없이 많은 교실과 학교, 그리고 지역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어왔으며 교육과 학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케이건 구조의 힘을 체험해 보십시오. 심지어 주저하는 학습자에게도,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수준의 참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팀워크와 파트너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는 그룹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수의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과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킬 때, 그들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매우 

협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구조들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참여를 이끌어내고, 맥락의 더 깊은 이해 및 유지를 증진시키고 학교에서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케이건 구조를 모든 

수업의 한 부분으로서 쉽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보세요. 이 워크샵은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협동 학습으로 가는 ‘7 

Keys’ 를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재미있는 수업을 원한다면,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그들의 성취도 향상을 원한다면, 이 

워크샵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케이건 협동 학습 워크샵은 5 세션 시리즈로 하루에 하나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각 세션들은 연달아서 또는 달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세션들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워크샵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교실 관리, 구조 에 숨은 이유, 방법론,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그들에게 사용될 방대한 양의 구조와 맥락을 배웁니다. 이 전문적인 개발 코스는 내용 또는 과목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케이건 협동 학습 워크샵은 모든 학년과 주제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교수법을 전달합니다. 

  

코스 리뷰 
성공을 위한 구조™  

 교실에서 입증된 현실적인 구조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 신장 

   모두에게 그룹활동이 단순히 성공하지 않는 이유와 케이건 구조는 가능한 이유 체험  

학급 분위기 향상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있고 싶어하는 교실 환경 조성 

   매일, 모든 학생들이 완전한 참여에 대해 책임이 있는 환경 조성 

성공을 위한 교실 관리 

   입증된 경영 아이디어로 시간 절약하기 

   참여하는 구조로 작업을 지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열을 관리하기 

   협동적인 교실을 수월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영 팁들을 가져가기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개발 

   함께 학습하는 맥락 속에서 학생들의 특성 개발 

   교실 구성 및 팀 구성으로 서로 재미, 우정, 학습에 대한 취향을 북돋우기 

   학생들에게 함께 작업하기 위한 의지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기 

성공적인 학습 팀의 구성 

   다른 유형의 파트너와 팀들, 이들을 형성하는 방법과 언제 활용하는지 익히기 

   여러분의 수업을 참여, 성공을 보장하는 상호 학습으로 변형하기 

과급학습 

   지루한 내용의 학습에도 가능한 구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동기부여 하기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 원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기 

과제를 협동적으로 만들기 

   그룹 과제를 협동 과제로 만들기 

   수업 계획을 수월하게 만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선행코스 없음 
 

www.KaganKorea.com           031-711-5693 

http://www.kaga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