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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은 미운 오리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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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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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슬기로운 생활

2.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아요.

미래에 지우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나요? 

② 자라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기. 

지우는 학교 특기 적성 발표회에서 혼자 연평대를 돌 만큼 한국무용을 잘하게 됐어요. 지우가 한국 무용을 잘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은 누구이고,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① 여러분도 지우처럼 잘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은 무

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세요.(창의

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도덕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형제 자매간의 우애)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우애’의 뜻을 이해해요.

문석이가 지우를 위해 장구를 쳐 주고, 피켓을 만드는 모습. 지우가 청백 계주를 하다 넘어진 문석이와 함께 

달리는 모습 등을 보면서 느낀 ‘우애’의 뜻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애는                                                                      다.

② 형제 자매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법을 찾아보아요. 

지우와 문석이가 우애 있게 지내는 장면을 찾아보고,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인지 그 방법들

을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① 여러분은 동생이나 형, 누나와 우애 있는 형제 자매간인가요? 여러분 우애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형제나 자매와 우애 있게 지낸다./아니다. 나는 형제나 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이유도 함께 말해 보세요.(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류호선 글/ 한지선 그림/ 100쪽/ 7,500원

열한 살 난 문석이는 지우라는 동생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우의 꿈은 발레리나이다. 하지만 지우는 

좀 튼튼하게 생겼고 머리도 크다. 발레 발표회 때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무대 구석에서만 맴도는 지우가 

문석이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화도 난다. 동생의 꿈을 응원하는 문석이의 감동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야

기.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 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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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은 미운 오리 새끼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도덕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형제 자매간의 우애)

◈ 논리적 생각거리

② 지우는 발레를 열심히 하지만 발레 발표회장에서는 매번 뒤편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어요. 지우의 몸이 발

레를 하기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발레 학원 원장이라면 발표회를 앞두고 지우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을까요? 그 역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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