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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7

김홍도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즐거운 생활 

•대단원   4. 열매 맺는 가을

•소단원   가을걷이 모습을 그린 명화 감상하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8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4학년  

•교   과   미술 

•대단원   3. 미술 작품, 어떻게 볼까?

•소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유타루 글/ 김홍모 그림/ 76쪽/ 7,500원

조선 정조 때의 화가인 김홍도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어요.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는 따라올 자가 없다

고들 했지요. 하지만 김홍도는 결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했지요. 김홍도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한 그림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나온 것이랍니다. 

♣ 아침독서 추천 도서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즐거운 생활  

4. 열매 맺는 가을 

(가을걷이 모습을 그린 명화 감

상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김홍도의 그림 「타작」 작품 내용을 관찰해 보아요.

 「타작」 그림 속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 어떤 모습을 그린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② 「타작」  작품을 감상해 보아요.

김홍도가 그린 「타작」 을 보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보아요.

③ 그림을 그려 보아요. 

김홍도는 자기가 살았던 가을 모습을 그림에 담았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는 가을 모습을 그려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학년/ 4학년 미술 

3. 미술 작품, 어떻게 볼까?

(김홍도의 작품을 감상해 봅시

다.)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생활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김홍도의 그림은 주로 주변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뭐라고 

하나요?

② 생활 속의 장면을 그린 작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 중에서 생활 속 장면을 그린 작품들을 알아보고 작품의 이름과 어떤 생활 속 장면을 그

린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김홍도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에 담은 풍속화가예요. 김홍도를 우리나라 최고의 풍속화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론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