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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은 선택이야

  

 핵심 주제 

  • 지구     • 환경보호     • 선택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

성취 
기준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4미02-01] 미술의 다양한 표현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5-6학년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제목 바꾸기

•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 지구가 좋아할 물건 고르기
• 지구맨의 고민거리 찾기
• 지구의 다양한 문제 정리하기

• 지구를 지키는 나만의 실천 
계획
• ‘지구 살리기’ 포스터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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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제목 바꾸기
  학년  반   번

이름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나는 쇼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 제목을 다양하게 
바꾸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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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학년  반   번

이름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과거 현재

 한 번에 조금씩 물건을 만들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대로 물건을 바로 구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만든 물건이 사람의 손에서 수 있다. 편리하다.

손으로 이어졌다.

현재와 같이 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정리해 봅시다.

좋은 점 나쁜 점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물건을 구할 수 있다.
편리하다.
물건의 양이 많아졌다.

 대량으로 만들어 버리는 쓰레기가 늘었다.
원인 모를 병이나 증상이 많이 생겨났다.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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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지구가 좋아할 물건 고르기
  학년  반   번

이름

둘 중 지구가 좋아할 물건을 골라 동그라미 쳐 봅시다.

주방·세탁 세제 목욕·세면용품

설탕·소금 된장·간장

조미료 음료수

과자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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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지구맨의 고민거리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지구맨의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해 봅시다.

⚫                          ⚪ 수질 오염

⚫                          ⚪ 오존 파괴

⚫                         ⚪ 대기 오염

⚫                         ⚪ 쓰레기 문제

⚫                         ⚪ 지구 온난화

⚫                         ⚪ 무분별한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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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지구의 다양한 문제 정리하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문제에 대해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패
스
트
패
션

뜻 문제점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짧은 주기로 
대량 생산하는 의류

 봉제 공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만들어 냄. 
이렇게 만들어진 옷 대부분이 1년도 되지 않아 
버려짐. 옷감을 만들기 위해 대량의 물과 농약 
사용.

 

패
스
트
푸
드

뜻 문제점

 주문하면 곧 먹을 수 있는 음식
 정체 모를 화학 물질이 가득함. 식량이 부족한 
나라도 많은데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

 

채소‧과일‧곡류 문제

 많은 양을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함.
채소가 잘 자라는 대신 땅과 물이 오염됨.
식물들이 마르고 벌레마저 모습을 감춤.
농지 균형이 무너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됨.
농약에 오염된 채소가 식탁에 오름.

 

육류 문제 어류 문제

 소를 많이 키우기 위해 나무를 베어 내면서 
숲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됨.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곡물이 소비되고 가축 
배설물로 강과 지하수가 오염됨.
소가 많은 양의 물과 곡물을 먹고 배설물을 
내보냄.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임.

 무분별하게 거둬들이는 수산물 포획량이 점점 
늘고 있음.
물고기가 꾸준히 번식해도 사람들이 함부로 잡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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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지구를 지키는 나만의 실천 계획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더욱 병들고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 같아 무서워졌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렸고, 우리의 선택이 지구를 살릴 수도 더욱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다. 

지구를 지키는 나만의 실천 계획을 세워 <보기>처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보기>    
  세제 줄이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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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지구 살리기’ 포스터 그리기
  학년  반   번

이름

‘지구 살리기’를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 봅시다. 

 더 이상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맙시다!



 위 칸에는 ‘지구 살리기’를 주제로 문구를 

생각해 쓰고, 아래에는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