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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기로운 생활 교과에서 ‘교수-학습 자료 활용’ 교육의 필요성

본 교재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주변 생활을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습 경험이 부족한 이 시기의 학생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학습 내

용을 학생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슬기로운 생활과는 교사가 재구성한 내용을 대체하여 가르칠 수 있는데, 본 교수 ․ 학습 자료는 

교사의 재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중심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므로 본 교재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성취 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교수 ․ 학습 자료에 포함된 학습 내용은 전체 차시의 약 10%(6차시)에 해당되며, 2학년 학

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모듈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지도 계획

단 원 명 차 시 교과서 쪽수 차 시 명(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1. 자라나는 우리들

⑵ 자라면서 많이 달

라져요

6/9 11~12쪽
나이에 따른 사

람의 변화

▪ 할아버지와 나의 모습 비교하기

▪ 부모님의 살아오신 이야기 발표하기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 알아보기

▪ 할아버지(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지

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 써 보기

2. 살기 좋은 우리 집

⑴ 여러 가지 집
3/8 22~23쪽

방의 쓰임새 알

아보기

▪ 물건을 놓을 곳을 생각해 보기
▪ 물건을 놓을 곳을 생각하며 집을 꾸미기
▪ 물건을 놓은 위치와 그 까닭을 적기

2. 살기 좋은 우리 집

⑶ 내가 살고 싶은 집
7-8/8 28~29쪽

내가 살고 싶은

집

▪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알아보기

▪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어 보기
▪ 초대장을 만들어 친구 초대하기
▪ 살기 좋은 집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3.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

⑴ 이웃 알아보기

1/7 32~33쪽 이웃 알아보기

▪ 우리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을 나타내 
보기

▪ 이웃 사이에 있었던 일을 써 보고 발표해 
보기

▪ 행복한 이웃이 되기 위해 실천할 일 스스로 
정하여 기록해 보기

4. 빛과 그림자

⑴ 양달과 응달
1/8 42~43쪽 양달과 응달

▪ 해를 보고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 찾아보기
▪ 재미있는 그림자를 만들어 보기
▪ 그림자가 생기는 물건과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물건을 알아보기
▪ 책받침과 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자의 

모양을 그려보기

6. 알찬 하루 보람찬 

생활

⑶ 보람찬 생활

7-8/9 77쪽
여름방학 생활 계

획

▪ 여름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 적기
▪ 생활 계획이 필요한 이유와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야 할 점 써 보기
▪ 여름 방학 생활 계획표 만들기
▪ 친구들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과 나의 여름

방학 생활계획을 비교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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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1. 차시 개관

단 원 1-⑵ 자라면서 많이 달라져요. 학습 주제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알아보기

목 표 •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차 시 6/9차시 교과서 11~12쪽 학습 환경 모둠 학습실

2. 수업 전 점검 사항

교 사

▪ 지난 시간에 부모님의 사진과 살아오신 이야기를 교재 89~90쪽에 기재해 올 것을 과제로 제시  

  해 주었는가? ·········································································································································· (     )

▪ 학생용 교재(슬생2101.pps)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 교재에 포함된 모듈(나이변화06.exe)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 (     )

▪ 컴퓨터에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가? ·························································································· (     )

학 생

▪ 부모님의 사진을 붙여 왔는가? ·········································································································· (     )

▪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의 자라 온 이야기를 조사해 왔는가? ·························· (     )

▪ 사진을 보고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     )

해결 방안

▪ 학생용 교재와 모듈은 에듀넷 홈페이지(http://www.edunet4u.net) 「교사>연구자료>수업연

구>ICT수업 모형/전략」에서 다운로드한다.

▪ 교실에 설치된 교사용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사용하여 전체 학습으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다소 지루해 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전 시간에 교재 89쪽에 부모님의 사진을 붙이고, 90쪽에 살아오신 이야기를 써 오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사진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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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전개 과정

단계 주요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형    태 교수-학습 자료 대안 활동

도입 동기 유발하기

￭ 나의 모습과 비교하기
∙ 할아버지(할머니)와 나의 다른 모습 

비교하기

∙ 아버지(어머니)와 나의 다른 모습 비

교하기

‘나이변화’ 프로

그램

전개

활동하기-⑴

활동하기-⑵

￭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 발표하

기 
∙ 준비해 온 부모님의 사진을 나이대로 

정리하여 붙이기

∙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어머니)의 모

습을 설명하고 그 당시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기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

과 생활 알아보기
․ 모둠별로 여러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의 모습 설명하기

․ 나이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해 보기

개별 학습

모둠 학습

사진자료

‘나이변화’ 프로

그램

정리

학습 활동 정리

과제 제시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

과 생활 정리하기

￭ 문제 해결 및 자기 평가
․ 심화 문제 해결하기

․ 자기 평가하기∙

가족 신문 

만들기

평가

관점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지도상의 유의점

이 차시는 나이에 따라 모든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순서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용어에는 비중을 두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와 어

머니가 결혼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대가 이어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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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 자료 및 활동 아이디어

 나의 모습과 비교하기

이 활동은 학습의 동기 유발 부분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이 어

떻게 변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함으로써 수업의 목표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모둠 학습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둠 학습실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반 교실에

서 모둠별로 진행하도록 한다. 

  ➜  

① [C: 학년 ] 폴더에 있는 학생용 교재 파일 ‘슬생2101.pps’를 실행한다. 

② 88쪽의 모듈 그림을 클릭하고 ‘나이변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③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초기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도입-생각해 봅시다.’를 

클릭한다.

④ 자막 만화를 보게 하고, 만화 보기를 마치면 나의 모습과 할아버지(할머니)의 모습을 비교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게 한다.

→ 주름이 많고, 돋보기를 쓰신다.

→ 머리카락이 하얗다.

⑤ 나의 모습과 아버지(어머니)의 모습을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묻고 답하게 한다.

→ 키가 크시다.

→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다.

→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을 하시고 나는 공부를 한다.

⑥ 할아버지나 할머니 사진을 준비해 온 학생이 있다면 실물화상기를 통해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을 준비해 온 학생과 모습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⑦ 활동을 마치면 프로그램 창에 있는 종료  단추를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마친다. 

교수 참고

그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과 같

이 파일을 열 것인지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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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 발표하기

이 활동은 부모님의 사진과 살아오신 이야기를 준비하여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부모님

의 어린 시절 모습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연관 지어 보게 함으로써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을 찾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학생들이 발표할 때, 실물화상기를 통해 준비해온 과제를 제시해 주도록 한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이야기-예시 자료

부모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골목대장을 할 만큼 개구쟁이셨다.

어머니는 친구들에 비해 키가 크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

혼한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모할머니의 소개로 만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

니께 반해서 결혼하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하신지 2년 만에 내가 태어났다.

부모님의 지금 모습 예전보다 살이 많이 찌셨으며, 아버지는 흰머리가 생기셨고, 어머니는 머리

가 짧아지셨다.

나와 내 동생을 위해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며,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 알아보기

이 활동은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다. 교사용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한다. 

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의 특징

  ➜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모둠원끼리 상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131

아기 몸이 아주 작고, 말을 못하며, 기어 다니다가 차츰 걷기 시작합니다.

우유나 젖을 먹다가 조금씩 밥을 먹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 몸과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청소년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중학교 ․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청년 대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장년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여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조금씩 늙어갑니다.

노년 자녀가 결혼하여 손자와 손녀가 생깁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몸이 늙고 약해지며,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살이 생깁니다.

③ 상의를 마치면 교재 91쪽에 달라지는 모습과 생활을 적고 발표하게 한다.

④ 발표를 마치면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교재 88쪽으로 이동한다.

⑤ 모듈 그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초기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한다.

⑥ 메뉴에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한다. 

⑦ 화면을 클릭하여, 아기 때의 모습과 생활의 특징을 설명한다. 

⑧ 프로그램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  아이콘을 차례로 클릭하

여 모습과 생활의 특징을 설명한다. 

⑨ 설명을 마치면 프로그램 화면 하단에 있는 를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마친다.

⑵ 교재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생활을 알아봅시다.

 심화 학습 해결하기

이 학습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봄으

로써 앞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으로 수업 중에 마무리 학습으로 활용하거나 과제로 제시

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① 학생용 교재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② 교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현재 쪽을 학생 수만큼 인쇄하여 배포한다.

③ 과제로 제시하고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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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에 있는 문제 해결-예시자료

할머니께서는 1944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데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조할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학교도 그만 두시고, 

회사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

20살에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 22살에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살에 작은 아빠를 낳으셨고, 26살에 고모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름살도 많고, 머리도 하얗지만 인자하신 우리 할머니를 저는 사랑합니다. 

 가족 신문 만들기

이 활동은 ‘심화 학습 해결하기’의 대안 활동으로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모아 가족 신문을 만들

어 봄으로써 나이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위한 활동이다.  

2학년 수준에서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지를 배포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집에서 해결해 

오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