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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다다익선 19

상형문자의 비밀을 찾아서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쓰기) 

•대단원   5. 무엇이 중요할까

•소단원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5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소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깨달은 점 알아보기 

제임스 럼포드 글・그림/ 박수현 옮김/ 32쪽/ 8,500원

이집트에 궁금증이 많은 소년 샹폴리옹은 우연히 보게 된 상형문자의 매력에 푹 빠졌

다. 샹폴리옹에게 목표라고는 오로지 상형문자의 의미를 해독하는 것뿐이다. 밤낮으

로 상형문자를 연구하는 샹폴리옹. 드디어 1822년 9월, 상형문자의 비밀이 풀리는

데……. 상형문자를 세계 최초로 해독한 샹폴리옹 이야기.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국어(쓰기) 

5. 무엇이 중요할까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글의 특징을 알아보아요

『상형문자의 비밀을 찾아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가요? 

②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아요.

샹폴리옹의 일생을 정리하려고 해요. 다음 상자에 알맞은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샹폴리옹은 상형문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자신

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러한 샹폴리옹의 행동은 무모한 것일까요?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까닭을 들어 여러분 의견을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언제 주요 내용 정리하기 

1790년

열한 살 때

워털루 전쟁 이후

1822년

워털루 전쟁 이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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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다다익선 19

상형문자의 비밀을 찾아서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깨달

은 점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샹폴리옹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보아요. 또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은 

점을 이야기 해 보아요.

 

② 아는 내용과 관련지으며 글을 읽어 보아요.

샹폴리옹에 대해 아는 내용은 무엇인지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과 새로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샹폴리옹은 평생을 바쳐 상형문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샹폴리옹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

지 않고 공부했고, 결국 이집트 상형문자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샹폴리옹이 그토록 상형문자의 비밀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샹폴리옹에게 상형문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추론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샹폴리옹에 대해 아는 내용 새로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샹폴리옹의 말이나 행동 샹폴리옹의 마음 내가 깨닫거나 느낀 점

“그럼 제가  이 상형문자를 제일 먼저 읽게 

될 거에요. 두고 보세요.”

샹폴리옹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

록 책을 읽었어요.

“열쇠를 찾아냈어!”

샹폴리옹은 벽에 새겨진 그림 위로 손가락

을 가져다 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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