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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책읽기가 좋아 2단계 14

할아버지 나무

교과 연계 정보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02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1 슬기로운 생활  

3. 가족은 소중해요

(가족 소개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가족을 소개해 보아요.

우스만은 카라모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진 우스만이 카라모코 할아버지를 소개하네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엄마나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살아온 이야기를 여쭈어 보세요.(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1-2 슬기로운 생활 

3. 함께하는 한가위 

(친척의 호징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친척의 호칭을 알아보고, 나누어 보아요.

친척의 호칭을 알아보고, 친가와 외가로 나누어 가계도를 만들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만의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도 각각 부모님과 형제가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또 부모님과 형제가 계시지요.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이어진 가족이에요. 비록 한 집에 살지 않지만 서로 

가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1학년 1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3. 가족은 소중해요

•소단원   가족 소개하기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슬기로운 생활 

•대단원   3. 함께하는 한가위

•소단원   친척의 호칭 알아보기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소단원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깨달을까?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사회 

•대단원   1. 고장의 모습 

•소단원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 

이어서...

다니엘 포세트 글/ 클레르 르그랑 그림/ 최윤정 옮김/ 44쪽/ 7,000원

세대 간의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 우스만은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산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계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가족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숙제를 내준다. 우스만네 

할아버지는 사자를 사냥하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넌 이야기를 해 주는데…….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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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난 책읽기가 좋아 2단계 14

할아버지 나무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6.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깨달을

까?)

◈ 교과 연계 생각거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우스만은 다른 친구의 할아버지 직업을 부러워했어요. 어떤 직업을 부러워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① 우스만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사실적 질문)

② 우스만은 앞으로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도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1 사회

1. 고장의 모습  

(고장의 자연과 우리의 생활)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그곳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아요.

사람들은 자연을 적절히 이용해서 살아가요.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아요. 

② 다른 나라의 기후와 생활 모습을 생각해 보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요즘에는 사자 사냥을 하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캄캄한 밤에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왜 이런 능력을 잃게 된 걸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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