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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와 늑대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87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 국어(듣기·말하기)

1. 느낌을 말해요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인물의 마음을 실감 나게 표현해 보아요.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려는 새, 오리, 고양이, 늑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담아 대사를 읽어 보세

요.

②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인형극을 봅시다.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CD 음악을 들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재미있는 음악 연극을 보러 가요!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화)

 •2-2 즐거운 생활 

5. 낙엽소리/ 6.팥죽할머니와 

호랑이 

(악기 소리 추측하며 듣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등장인물을 생각하며 「피터와 늑대」를 감상해 보세요.

먼저 책을 읽고 새, 오리, 고양이, 할아버지, 늑대, 피터에 어울리는 악기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CD를 들으며 각 장면과 음악을 잘 감상해 보세요.

② 무대 배경을 꾸며 보세요. 연극놀이를 계획해 보세요.

무대 배경 그림을 그리고, 등장인물과 그들의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 혹은 친구와 연극 놀이를 해 보세

요.

◈ 논리적 생각거리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듣고 각 악기가 표현하는 동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요. (창의적 문제 해

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2학년

•교   과   국어(듣기·말하기)

•대단원   1. 느낌을 말해요

•소단원   인물의 마음 표현하기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즐거운 생활

•대단원   5. 낙엽소리 / 6.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소단원   악기 소리 추측하며 듣기

•학   년   4학년

•교   과   음악   

•대단원   9. 피터와 늑대

•소단원  「피터와 늑대」 감상하기

이어서...

로리오트 글・요르크 뮐러 그림/ 박민수 옮김/ 28쪽/ 13,000원

늑대가 동물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피터는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피터와 늑대

의 아슬아슬한 대결이 음악과 함께 펼쳐져요. 안데르센 상 수상 작가 요르크 뮐러가 새롭게 선

보이는 음악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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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와 늑대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4 음악  

9. 피터와 늑대

(「피터와 늑대」 감상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피터와 늑대」를 감상해 보세요.

이 곡의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프예피는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이 곡을 작

곡했습니다. 각 악기의 느낌을 생각하며 음악을 감상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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