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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9

강감찬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바른생활 

•대단원   3.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단원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52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7. 이야기의 세계 

•소단원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한정기 글/ 이홍기 그림/ 64쪽/ 7,500원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은 귀주에서 거란 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또래보다 유난히 작은 키와 

볼품없는 얼굴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요. 그럴 때마다 강감찬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

예를 익혔어요. 덕분에 작고 못생긴 강감찬은 역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싸움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바른생활  

3.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과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을 알아보아요.

강감찬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②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알아보아요.

강감찬 장군을 통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은 무엇인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거란이 1010년에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침략해 왔을 때 강감찬은 현종에게 “지금 항복하면 우리는 영원히 거

란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면서 항복 대신 피란을 권했습니다. 여러분이 강감찬 장군이었다면 이 상

황에서 어떤 방법을 임금에게 권했을지 말해 보세요.(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해요. 

강감찬 장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언제 강감찬 장군에게 생긴 일 

1948년

열일곱 살 되던 해

서른여섯 살

1018년 거란의 세 번째 침략 때

1031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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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새싹 인물전 9

강감찬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 논리적 생각거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감찬의 의견에 대신들은 왜 동의하지 않은 걸까

요? (추론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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