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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다다익선 20

안녕, 난 박물관이야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쓰기) 

•대단원   1. 알아보고 알려 주고

•소단원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쓰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3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2 국어(쓰기) 

1. 알아보고 알려 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쓰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알맞은 기준을 정해 보아요.

전문 박물관과 종합 박물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해요.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 대조하면 될까요?

②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을 써 보아요.

종합 박물관과 전문 박물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을 써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영국, 프랑스처럼 과거에 다른 나라를 자주 침략했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유물을 빼앗아오거나 훔쳐 와서 

자기 나라의 박물관에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까지 영국 대영박물

관에 전시되어 있지요. 이 그리스 신전 조각상들을 원래 주인인 그리스에 돌려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영

국의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까요? 까닭을 들어 여러분 의견을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

키는 대화)

 •4-2 사회

1. 문화재와 박물관 

(2)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답사

(박물관 견학)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박물관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집품들로부터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 박물관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전문 박물관들이 있어요. 어떤 박물관이 있

는지 말해 보세요.  

②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아요.

박물관은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예요. 박물관을 견학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업활용 Tip 

•학   년   4학년 2학기

•교   과   사회  

•대단원   1. 문화재와 박물관

•소단원   (2)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 답사(박물관 견학)

잔 마크 글/리처드 홀랜드 그림/박은미 옮김/ 52쪽/ 9,500원

책에서밖에 볼 수 없는 신기한 옛날 물건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은 참 재미있는 곳이다. 이런 박물

관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드는 공간이었다는데……. 박물관의 역사를 알고 나서 다시 

박물관을 찾는다면 그곳이 더욱 새롭게 보일 것이다.   

♣ 열린 어린이가 뽑은 좋은 그림책.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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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4-2 사회

1. 문화재와 박물관 

(2)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답사

(박물관 견학) 

◈ 논리적 생각거리

박물관은 공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서 늘어나는 유물을 보관하고 구입하는 일이 큰 걱정거리래요.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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