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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과학시간, 뉴턴 선생님은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든 과학의 시를 들을 수 있다며 과학 시

의 저주를 내린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세상 만물이 과학 시가 되어 들리기 시작한다. 물의 순

환, 진화론, 인체, 먹이 사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과학의 소재가 동시가 되어 익살스럽고 친

근하게 다가온다. 칼데콧 명예상을 수상한 두 작가의 톡톡 튀는 과학 그림책.  

♣ 쥬니버 오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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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과학 시간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1. 감동의 물결 

•소단원   상상하며 읽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71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1. 감동의 물결 

(상상하며 읽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서로 닮은 점을 떠올려 재미있게 써 보아요.

닮은 점, 하는 일, 특징을 떠올려 재미있게 써 보아요.

② 읽어 보고 하는 일을 잘 나타내었는지 살펴보아요.

과학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재미있게 표현해 보아요. 

◈ 논리적 생각거리

시는 어떤 느낌만 표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재미있게 시로 나타낼 수 있네요. 학교에

서 배운 ‘사회’ 과목도 시로 만들어 볼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전 학년 

과학

한 단원씩 정리해 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새롭게 배운 단원을 요점 정리해 봐요.

② 정리한 내용을 이야기처럼 만들어 봐요.

③ 소주제별로 나누어 연을 만들어요.

④ 읽어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나, 비유할 내용을 덧붙여 완성해요.

◈ 논리적 생각거리

‘이제는 과학 시험도 문제없지. 과학 시들 속에 정답이 다 들어 있거든.’

책 끝에 나온 시의 한 구절이야. 진짜 그러려면 한 단원 공부 끝날 때마다 시를 한 편씩 써야겠네요. 정말 시 

속에 시험 정답이 다 들어 있을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전 학년

•교   과   과학   

•대단원  한 단원씩 정리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