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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11

세종 대왕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바른생활 

•대단원   3.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단원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4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바른생활  

3.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세종 대왕은 임금님으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룩했어요. 모두 세종 대왕의 뜻을 함께 할 훌륭한 학자

와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세종 대왕과 함께 신하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분 세 분을 

뽑아 보세요.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②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된 우리의 것을 알아보아요.

세종 대왕이 쌓은 업적들 중에서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양반들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천하게 여겨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종 대왕이 사셨던 조선시

대 양반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도 그때 양반들처

럼 훈민정음 사용을 반대했을까요? 까닭을 들어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국어(쓰기)

4. 마음을 전해요

(독서 감상문의 특성을 생각하

며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 

읽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소개하는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보아요.

세종 대왕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보세요. 

② 소개하는 글을 써 보아요.

세종 대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을 조사한 뒤 세종 대왕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이때 세종 대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을 함께 써 보세요. 

③ 독서 감상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세종 대왕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인터뷰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써 보아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쓰기)  

•대단원   4. 마음을 전해요 

•소단원   독서 감상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 읽기 

김선희 글/ 한지선 그림/  76쪽/ 7,500원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를 읽

고 쓸 수 없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 대왕은 스물여덟 자만 알면 어떤 말이나 소리도 다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지요. 오늘날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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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새싹 인물전 11

세종 대왕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쓰기)

4. 마음을 전해요

(독서 감상문의 특성을 생각하

며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 

읽기) 

◈ 논리적 생각거리

한글은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에서도 인정받았듯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예요. 하지

만 요즘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우수한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글을 바르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찾아보고,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모아 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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