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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9

째깍째깍 시계의 역사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1. 낮과 밤이 달라요

•소단원   하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2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슬기로운 생활  

1. 낮과 밤이 달라요

(하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

누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하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요. 1

아주아주 오래 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낮과 밤을 구분했을까요?

② 하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요. 2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올 때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① 만약 시계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말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 모

습을 생각하며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는 대화) 

② 아직도 우리는 시간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은 시계에 대해 또는 시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

이 있나요? 어떤 것이 궁금하고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모아 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과학 

3. 지구와 달(달의 움직임)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알아보아요.

지구에서 본 달의 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이에요. 빠진 부분을 채워 보세요. 

  달이 보이지 않음 →               → 상현달 →               → 하현달 →                → 달이 보이지 않음 

② 달 관찰하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도 달이 밤하늘에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뉴턴은 시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주장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어느 곳에 있느

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위대한 이 두 학자의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

는지 까닭을 들어 말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3. 지구와 달

•소단원   달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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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없던 먼 옛날 사람들은 태양과 달의 위치를 보고서 시간을 알아냈다. 최초의 시계인 해시계에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달린 기계시계, 1조 분의 1초까지도 정확하게 재는 현대의 원자시계까지, 시계의 역

사를 따라가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