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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25

진화의 비밀과 다윈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22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5. 앎의 즐거움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

지으며 글 읽기/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정리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 보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알고 있었던 내용과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

지 정리해 보세요.

 

②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정리하는 방법 알기

‛칠레 지진이 알려 준 것’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다윈은 모든 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도 유인원과 마찬

가지로 네 발 짐승의 후손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다윈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나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4-2 과학 

4. 화석을 찾아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사라지거나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알아보아요.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탐사를 계속했어요. 그곳에서 커다란 동물들의 흔적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멸종된 덩치 큰 동물들의 이것 중 일부는 아르마딜로종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아냈

어요. 그렇다면 아르마딜로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② 물고기나 조개 화석이 산에서 발견되는 까닭을 알아보아요.

다윈은 안데스 산맥에 올랐을 때 4,270미터 높이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안데스 산맥에서 조

개껍데기와 함께 바닷속 진흙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수업활용 Tip 

믹 매닝・브리타 그랜스트룀 지음/ 고정아 옮김/ 52쪽/ 10,000원

곤충과 새 알, 돌멩이를 수집하던 소년이 자라 위대한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되었다. 진화론

의 출발점이 된 비글호 여행에서부터 바다 이구아나, 핀치, 메가테리움 같은 신기한 동물들 

얘기와 진화론으로 인해 벌어진 온갖 소동들까지 찰스 다윈의 진화 이야기가 펼쳐진다.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5. 앎의 즐거움

•소단원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으며 글 읽기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정리하기   

•학   년   4학년 2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4. 화석을 찾아서

•소단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떤 것 정리하기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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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25

진화의 비밀과 다윈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4-2 과학 

4. 화석을 찾아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 논리적 생각거리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동물과 식물, 화석 등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거대

한 과학을 탄생시켰지요. 곧 다윈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지요. 다윈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분석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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