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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의 결혼식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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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1 슬기로운 생활  

3. 가족은 소중해요

가족 소개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다양한 가족들을 알아 보아요.

한국인과 그리스인이 결혼한 이모네 가족에 아기가 생긴다면 그 아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걸까요? 

② 가족들이 서로 도왔던 경험을 말해 보세요.

나는 이모 결혼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아요. (종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1-2 국어(읽기) 

4. 다정하게 지내요

(교과서 수록)

이야기 차례 맞추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이야기 차례에 맞게 대강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이모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그리스에 간 나는 처음엔 이모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츰 이모부

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서울에 온 이모부가 몹시 반가워 눈물까지 흘렸어요. 결혼식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고 언제부터 이모부가 좋아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② 다른 나라에서 온 이웃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함께 해 보고 싶은가요?  

반가운 이모부에게 우리나라 풍습을 알려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은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그리스 결혼식과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

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1학년 1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3. 가족은 소중해요

•소단원   다양한 가족의 모습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4. 다정하게 지내요(교과서 수록)

•소단원   이야기 차례 맞추기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3. 함께 하는 한가위

•소단원   친척과 호칭 알아보기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사회 

•대단원   2.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소단원   여러 가지 결혼식 알아보기

이어서...

선현경 글・그림/ 28쪽/ 9,000원

그리스 섬 ‘크레타’의 작은 마을 ‘스피나리’에서 결혼을 하는 이모의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나는 엄마랑 아빠랑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로 간다. 배도 불룩 나오

고 얼굴은 하얗고 눈은 파란 이모부는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점점 

이모부가 괜찮아지는 건 왜일까? 

♣ 황금도깨비상,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 도서,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어린이 

책, 책교실 권장 도서, 초등학교 1학년 읽기 교과서 수록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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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의 결혼식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2 슬기로운 생활 

3. 함께 하는 한가위

(친척과 호칭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친척에 대하여 알아 보아요.

친척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모부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이모와 결혼하여 나의 친척이 되었어요. 이모와 이모

부가 아기를 낳는다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② 우리 집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이모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행사에요. 올해 우리 가족의 행사는 무엇이 있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은

데, 우리 반에 외국인 친구가 전학 온다면 서로 풍습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보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사회

2.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

(여러 가지 결혼식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여러 가지 결혼식 모습을 찾아보아요.

우리의 전통 결혼식,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식,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 그리스 식 

결혼식은 서로 어떤 점이 같고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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