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운 달성 우리 문화, 빛내줌(Zoom)

 1. 수업 개요

학교명 대구○○초등학교 수업학년 3학년

수업인원 19명 관련교과 사회, 미술, 국어 교과 융합

지도단원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국어]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미술] 

2-2 아름다운 우리 먹그림

수업주제
정다운 달성 우리 문화. 

빛내자!

성취기준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미02-06]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가 방법 협력학습 과정 평가: 발표 관찰 평가, 자기 평가, 모둠별 과제물 평가, 서술평가

수업자 생각

 ◦‘정다운 달성 우리 문화, 빛내줌(Zoom)’ 프로젝트는 국어, 사회, 미술 교

과 통합 및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달성군의 문화재

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하여 문화재를 빛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우리 지역에 문화 유산이 있다고?’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살고 있는 정다운 마을인 달성군의 전통 문화재를 찾아보고 우리 지역

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체험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우리 지역

의 문화재를 접해봄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미적 감성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조상들의 생활, 문화, 역사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자신

이 찾은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ZOOM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온누리에 

빛내 보는 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자기 주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수-평-기 일체화 프로젝트 설계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을 실천한 과정과 

결과가 이어지게 하였다. 



2. 차시별 수업 흐름

차시 관련 교과 주요 활동 내용
※유의점 
?○핵심질문

1-2

사회

국어

내 고장

대구, 경북 

느끼기

◦ 프로젝트 이해하기
<활동1>프로젝트 주제망 만들기
- 주제: 달성 우리 문화, 알고 찾고 가꾸자!
- 프로젝트 학습 목표(성취기준) 안내
<활동2>대구, 경북 온라인 여행 떠나기
- 대구, 경북의 문화재에 관한 책 읽기
- 대구, 경북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문화재 찾아보기 
<활동3>대구, 경북 우리 문화 느끼기
-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책에서 살펴본 것, 알고 싶은 것 

등 하고 싶은 것들 글로 쓰기

※무엇을 배우고
자 하는지 핵심 
질문을 설정하고 
스스로 찾아보도
록 한다.  

3-5

사회

국어

●다운

달성우리문화

탐구하기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알아내기
<활동1> 우리고장의 문화재 찾아보기
- 우리 고장에 있는 여러 문화재 찾아보기
- 문화재의 위치 지도에 표시해 보기
- 문화재를 보고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상상해 보기. 
<활동2> 자랑스러운 달성 문화
- 우리 고장의 문화재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기
- 문화재의 가치, 의미 탐구하기
- 문화재에 담긴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문화재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정신 탐구하고 본받기
<활동3> 나도 문화해설사!
- 문화 해설사가 되어서 우리 고장의 문화재의 장점, 본받

을 점 등을 글로 쓰기. 

※어떻게 해야 가
장 잘 배울 수 있
는지 생각해 보도
록 한다. 
?○어떤 우리 고장 
문화를 알려주면 
좋을까요?

5-10
현장체험

●양한

문화체험

미술

◦도동서원의 하루 체험하기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
거의 학생이 되어보기
- 견학을 통해서 도동서원 건물에 담겨있는‘중용,‘겸

손’등 선비 정신 오감으로 체험하기
- 도동서원에서의 하루 체험하면서 옛 학생들의 마음으로 

수양하기 

?○옛날 사람들은 
도동 서원에서 어
떤 모습이였을까
요?

11-12

◦우리나라 전통 표현하기
- 먹그림 그리는 방법 알기
- 도동서원에서 체험한 선비의 정신, 또는 우리의 전통 예

절인‘효’,‘충’등의 정신을 먹그림 표현하기

?○조상들의 정신
을 어떻게 그림에 
담을까요?

13-14

러닝페어

● On

행동하기

◦우리 고장 문화해설사! 러닝 페어하기
<활동1>우리 고장 문화 해설사
- 문화 해설사가 되어 우리 고장의 문화 유산 소개하기
  Zoom 을 통해서 반 친구들 뿐 아니라 학부모님께도 소

개함. 
- 관람객이 되어 문화 유산 감상하기
<활동2> 친구들의 문화 유산 박물관 감상하기
- 알.궁.나. 활동으로 우리 고장 문화 해설사 성찰하기
- 러닝 페어 축제 즐기기
- 프로젝트 마무리 하며 포토 에세이 쓰기

※교-수-평-기 일
체화가 될 수 있
도록 탐구한 내용
을 바탕으로 러닝
페어를 한다. 



 2. 활동에 사용한 온·오프라인 도구 및 사용 방법

사용 도구 사용 분야 사용 방법

도동서원

(문화재) 

<직접 답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도동선원을 현장체험학습
을 통해 직접 체험함. 
달성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도동서원 체험 교육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프로그램에 참가. 
프로그램에서 도동서원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 옛날에 학생들의 배움을 되새기면서 선비 정신을 
함양함. 

만들기 

체험키트

<3D 만들기>

도동서원에서 배웠던 정신을 떠올리면서 도동서원을 
건설해 봄. 만들기를 통해서 도동서원 건물에 담긴 
조상들의 겸손, 자아성찰 등의 의미를 되새김.

컬러링북

<김굉필 은행나무>

도동서원에서 느꼈던 감성을 컬러링으로 표현함. 달
성 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면서 활동함. 

대구 경북

다시보기

책, 어플

 

https://daegubook.com/ 대구 경북 다시보기 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을 더 잘 알게 됨. 더 나아가서 우리 
달성군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함. 특히 달성군의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름.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e-학습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

봄. 사회와 연계하여서 현재와 과거의 의식주 생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모습도 더불어 알아봄.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문화 유산까지의 거리를 재어
보고 지도를 통한 mapping활동 랜선 투어를 해 봄.

Zoom
<러닝페어 발표회> ‘우리 문화 알고, 찾고, 빛내자!’라는 주제로 러닝

페어를 함.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께 
자신이 경험하였던 우리 달성 문화를 발표하였음. 

패들렛 <조사 자료 공유> 페들렛을 통해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 자신이 경험하
였던 문화재에 대한 느낌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공유
함. 



3. 학생 수업 자료

정다운 달성 우리 문화
                                 대구○○초등학교  3학년  반  번 이름

주    제  우리 고장의 문화 유산을 찾아 봅시다. 

1.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은 어디인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2.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지도에 색칠해 봅시다. 
3.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 유산을 찾아보고 표시해 봅시다. 
   ※ 대구 경북 다시보기 어플/책 활용

!
(알게 된 것)

내가 살고 있는 달성군에 도동서원, 육신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궁금한 점)
우리 논공읍에서 가장 가까운 도동서원은 어떤 문화 유산일까?

♡
(나의 생각)

도동서원이 어떤 곳인지 조사 활동을 해 보고 싶다. 가 보고도

싶다.



자랑스러운 도동 서원
                                 대구○○초등학교  3학년  반  번 이름

주    제  도동서원에서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
(알게 된 것)

도동 서원을 지을 때 겸손, 중용 등의 정신을 담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궁금한 점)
도동 서원에서 학생들의 공부하던 모습이 궁금하다.

♡
(나의 생각)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나도

겸손함을 가져야 겠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해 주고 싶다.



5. 수업 및 결과물 사진

●다운 대구, 달성 우리 문화

핵심질문 ?○어떤 우리 고장 문화를 알려주면 좋을까요?

  <활동1> 우리 고장의 문화재 찾아보기
  <활동2> 자랑스러운 달성 문화
  <활동3> 나도 문화해설사!

학생들의 소감 

☺ 나는 우리 달성군에 그렇게 많은 문화 유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엄청 많은 문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경주에만 문화 유산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달성군에도 문화 유산이 많아서 다 가보

고 싶다. 

☺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과 사이트를 보아서 좋았다. 
  

내 고장 다시보기 책 활용  랜선 답사 패들렛을 활용한 조사활동

chapter2 자랑거리가 많은 대구
논공읍-> 비슬산 대견사지 
(자동차로 9분 12.43km)

대구: 서문시장, 팔공산 갓바위 등
달성군: 도동서원, 대견사 등 

★ 내 고장 대구 경북 문화 유산 알아보기 ★ 
대구 경북 다시보기 웹사이트 활용 (https://daegubook.com/) • 활동 방법 •

 ① 우리 고장의 문화재 찾아
보기. 우리 고장의 위치 표
시하고 백지도에 나타내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② ‘대구,경북 다시보기’
책, 어플을 이용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재 탐구하기

 ②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패
들렛에 정리하기



●양한 달성 우리 문화체험

핵심질문 ?○옛날 사람들은 도동 서원에서 어떤 모습이였을까요?

  <활동1> 도동서원의 하루 체험하기
  <활동2> 옛날 사람들의 정신 미술로 표현하기

학생들의 소감 

☺ 정말 도동서원에 가서 김굉필 은행나무도 보고 공부도 해 보아서 너무 좋았다. 

☺ 중정당에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 옛날 서당에서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다.  

☺ 도동서원의 환주문을 직접 보고 그 사이로 들어가보니 우리 조상들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비 정신 알아보기 도동서원 만들기 기본습관 실천하기
도동서원의 ‘겸손’, ‘중용’, ‘예’ 환주문, 중정당 떠올려보기 생활 속에서 예의 지키기

★ 달성의 문화 유산 ‘도동서원의 하루’ 체험 ★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프로그램 참가

• 활동 방법 •
 ① 도동서원은 김굉필 유패를 
모신 서원으로 김굉필은 
‘소학동자’ 기초기본이 바
로서야 한다는 가르침을 펼
쳤음

 ② 동영상이나 책에서 본 내
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
나갈 수 없는 환주문 통과하
면서 겸손의 마음 가지기 

 <환주문>

  - 중정당에서 자신 돌아보기
 ③ 바른 마음 가지고 생활에
서 실천 다짐하기 



●누리에 달성 문화 유산 빛내ZOOM

달성 우리 문화 러닝페어

  <활동1> 나는 우리 고장 문화 해설사!
  <활동2> 관람객이 되어 대구, 경북 문화 유산 감상하기

학생들의 소감 

☺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경험한 우리 고장의 문화 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표해서 뿌듯했다. 

☺ ZOOM으로 발표를 했는데 떨리고 부끄러웠다.

☺ 도동서원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해서 주말에 부모님과도 도동서원을 가 보고 싶다. 

☺ 친구들이 발표한 문화재인 도동서원, 비슬산 대견사, 경주의 첨성대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름다운 우리 먹그림 문화 해설사 활동 정신 문화 마음에 새기기

★ 달성의 문화 유산 러닝페어 ★
우리 문화 유산 빛내ZOOM 러닝페어

• 활동 방법 ㆍ

 ① 우리의 문화 유산 중 자신
이 발표하고 싶은 내용 정리
하기

 ② 문화 유산 발표 판 만들기 
 ③ 문화해설사가 되어서 우리 
문화 및 달성의 문화 유산을 
빛내기. 

 ④ 줌을 통해서 발표회에 참
여하여  부모님과 친구들 앞
에서 달성 문화 유산 빛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