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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10

뿌지직!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바른생활 

•대단원   5. 환경이 웃어요

•소단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27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2 바른생활  

5. 환경이 웃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똥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②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오줌은 다양하게 쓰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오줌을 쓰지 않지요. 오줌과 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수세식 변기는 지저분한 똥을 깨끗하게 처리해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도 있

어요. 그럼,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국어(읽기) 

2. 아는 것이 힘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을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보아요.

‘오줌의 쓰임새’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는 세부 내용을 알아보아요 

②  ‘오줌의 쓰임새’ 외에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표를 만들어 보아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2. 아는 것이 힘 

•소단원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채리즈 메러클 하퍼 글・그림/ 이원경 옮김/ 32쪽/ 8,500원

우리는 매일매일 화장실에 간다. 그런데 깔끔한 수세식 변기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겨우 몇 십 년 전이

라는 사실을 아는지? 고대 로마의 공중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똥을 누며 이야기를 나누

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똥을 길에다가 그냥 막 버렸다. 익살맞은 그림과 발랄한 글로 화장실의 역사를 알

려 준다.

이어서...

중심 내용 세 부  내 용

오줌의 쓰임새 • 로마: 빨래에 사용하면 옷이 하얘진다.

• 에스키모: 머리를 감으면 머리칼이 반짝인다.

• 인디언, 에스키모:

• 스페인:

• 프랑스:

• 콜롬비아:

• 그밖의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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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지식 다다익선 10

뿌지직!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 3-1 국어(읽기) 

2. 아는 것이 힘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을 알아보기)

③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아는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 보아요. 

예전에는 오줌을 많은 곳에 이용했어요. 다양한 오줌의 쓰임새 중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아요.

◈ 논리적 생각거리

세상에는 온갖 변기들이 있어요. 미국식 변기, 유럽식 변기, 중동식 변기, 호주식 변기, 일본식 변기 등. 이 변

기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변기가 있나요? 그리고 그 변기가 좋은 이유를 말해 보아요.(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

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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