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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온 편지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96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과학

1. 동물의 생김새

(동물들의 사는 곳과 생활방식 

알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동물의 사는 곳과 생활 방식을 알아보세요.

남극에 사는 펭귄과 다른 동물들에 대해 생김새, 사는 방식, 먹이 등을 알아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또 연구하러 남극에 간 사람들과 지나다니는 배 때문에 기름

이 유출되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사회 

1. 고장의 모습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세종기지 사람들은 남극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떤 연구를 할까요?

② 우리의 생활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극의 여름과 겨울은 언제이며, 계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남극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

는 걸까요?(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질문)

수업활용 Tip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1. 동물의 생김새

•소단원   동물들의 사는 곳과 생활방식 알기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사회

•대단원   1. 고장의 모습 

•소단원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1. 알아보고 알려 주고

•소단원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이어서...

한정기 글・유기훈 그림/ 36쪽/ 9,000원

세종기지는 왜 빨간색일까? 남극에도 식물이 있을까? 빙산이 녹을 때 무슨 소리가 날까? 남극 세종 기

지에 있는 삼촌이 한국의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남극과 세종 기지에 대한 재미난 사실들이 담겨 

있다. 한정기 작가가 직접 세종기지를 방문한 후 지은 그림책이다. 

♣ 아침독서 추천 도서,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어린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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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국어(읽기)  

1. 알아보고 알려 주고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②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솔이와 별이 삼촌의 편지를 읽고 남극 세종기지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논리적 생각거리        

만약 세종기지에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온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까요?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조사해보고 싶나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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