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 속 교과발견> 교육 운영계획 
 

 

1) 모자 쓰고 과거여행

   대상: 3-4학년

학습주제 모자를 통한 옛 생활 문화 이해하기

학습목표 ▪ 모자의 쓰임과 형태를 통해 시대, 계층, 직업 등 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쓰개를 비교하며 문화를 이해한다. 

관련 교과 사회 3-2: 2. 달라지는 생활 모습
          3.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단계 학 습 내 용

도
입

동기유발
10분

▪ 인사 및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소개
▪ 학습 동기 유발

전
개

활동1
50분

▪ 모둠별 전시실 탐색
- 모자 관련 전시물 탐색하기

▪ 활동지 풀기

활동2
50분

▪ 모자 써보며 성별, 계절별, 직업별 구분해보기
 - 어떻게 쓰는 것일까? (착용법)
 - 누가 쓰는 것일까?   (성별, 직업)
 - 언제 썼을까?        (계절)
 - 어떤 모자가 있을까? (종류)
▪ 찰칵! 찰칵! 이야기판 만들기

- 모둠별 제비뽑기로 주제선택하기

- 이야기에 맞춰 각자 역할 정하기

- 역할에 맞는 모자를 선택하고 얼굴사진 찍기

- 완성된 종이인형을 준비된 이야기판에 붙이고 완성하기

정
리

학습정리
10분

▪ 학습내용 확인 및 마무리

 



2) 나의 일생, 시간 여행

   대상: 5-6학년

   

학습주제 관혼상제의 이해를 통해 나의 일생의 의미 찾기

학습목표
▪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 이야기 구성 활동을 통해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 모둠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른다.

관련 교과
사회 5-2: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생활상)
도덕 5: 서로 돕고 힘을 모아(협동, 공동체 의식)
사회 6-2: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전통문화 계승의 중요성)

단계 학 습 내 용

도
입

동기유발
10분

▪ 강사 소개 및 인사
▪ 나의 일생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서 관·혼·상·제에 대한 생각 열기

전
개

활동1
70분

▪ 모둠별 <한국인의 일생> 전시실 탐색
- 관혼상제의 주제로 4개 모둠 일생의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션카드 해결
▪ 관혼상제 전시 해설
▪ 모둠별 미션활동 정리, 퍼즐 맞추기

활동2
30분

▪ 모둠별 <운이의 일생> 책 만들기

  - 샘플 북을 통해 만드는 방법 알기

  - 스토리 재구성, 사진 자르기, 그림 그리기, 발표하기 등 개별 역할 수행하기

▪ 발표하기

▪ 관혼상제 바로알기 퀴즈
- 관혼상제 관련 퀴즈로 심화내용 확인
- 퀴즈 정답자 스탬프 획득

▪ 배운 내용 복습하기

정
리

학습정리
10분

▪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