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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10

마하트마 간디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2. 바르게 알려 줘요

•소단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생각하며 글 읽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1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국어(읽기)  

2. 바르게 알려 줘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생각하며     

글 읽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아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②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생각해 보아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간디 선생님은 비폭력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철처하게 비폭력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간디의 비폭

력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국에 힘으로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지요. 여러분은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간디 선생님처럼 철저하게 비폭력운

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도덕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나라 사랑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보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동안 인도를 위해 싸운 이유는 뭘까요? 

② 내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간디 선생이 인도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간디 선생님은 절대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독립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많았지만 간디 선생님은 

오로지 비폭력운동만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추론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도덕  

•대단원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에마 피시엘 글/ 리처드 모건 그림/ 정영목 옮김/ 60쪽/ 7,500원

간디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무척 많았어요. 변호사가 되고도 일을 잘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나라

를 빼앗기고 영국 사람들에게 차별 받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폭력

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