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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16

앗, 조심해!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쓰기)  

•대단원   2. 알고 싶어요

•소단원   소개하는 글 쓰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16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국어(쓰기)

2. 알고 싶어요 

(소개하는 글 쓰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소개하는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아요.

어린 개미는 할머니 댁에 가는 동안 너무도 무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

개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개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글을 써야겠

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②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아요.

어린 개미가 친구들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고양이 가족은 신나게 자동차 괴물을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페르시아에 도착한 고양이 가족의 모습은 

몹시 흉했어요. 고양이 가족이 흉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도덕

2. 안전한 길

(안전하게 길 건너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한 다음 신호등을 건

너야 하나요?

②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어린 펭귄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다 교통안전 표지를 보며 주

의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고, 어린 펭귄은 훨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지요. 어린 펭귄처럼 우리도 아

래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볼까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도덕  

•대단원   2. 안전한 길

•소단원   안전하게 길 건너기

실비 지라르데 글/ 퓌그 로사도 그림/ 이효숙 옮김/ 80쪽/ 9,500원

동물들만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무시무시한 자동차 괴물들이 쳐들어왔다. 자동차 괴물들이 여기저기 마구 

달리는 바람에 시민들은 위험에 처했다. 귀여운 동물들이 벌이는 다섯 편의 이야기를 통해 차도와 보도에

서의 주의사항, 교통안전 표지들의 뜻, 자동차에 탔을 때 지켜야 할 것 등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을 배워 볼 수 있다.   

이어서...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철길건널목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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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지식 다다익선16

앗, 조심해!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2 도덕

2. 안전한 길

(안전하게 길 건너기)

◈ 논리적 생각거리 

만약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등 등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 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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