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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다다익선 26

온 세상 사람들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바른생활 

•대단원   5. 함께 사는 우리

•소단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방법 알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95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바른생활

5. 함께 사는 우리

(다른 사람 배려하는 방법 알

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온 세상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대요. 무엇인가요?

②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경험을 말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일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사회  

2.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민속, 전통 축제 알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전해오는 민속에 대해 알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놀이,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집,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②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축제를 알아보세요.

각 나라의 축제와 기념일을 알아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가 보고 싶은 나라, 만나 보고 싶은 사람, 경험해 보고 싶은 축제, 먹어 보고 싶은 음식, 해 보고 싶은 놀이는 

무엇이 있나요? 어느 나라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 주고 싶나요? (비판적 사고 능력

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사회  

•대단원   2.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소단원   민속, 전통 축제 알기

피터 스피어 글・그림/ 이원경 옮김/ 52쪽/ 11,000원

칼데콧 상 수상작가 피터 스피어가 그린 지구촌 사람들 이야기다. 67억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풍부하게 보여 준다.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부터 입는 옷, 사는 집, 즐겨 먹는 음식, 놀이 , 쓰는 

말, 믿는 종교까지 모두 다르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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