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학습목표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 ․ 사회적 발달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1. 다음 각 항목 중에 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칸에 색칠을 한 후, 짝에게 나의 모습에 가까운
칸에 ○해 달라고 해보자.
짝이나 모둠원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2. 양쪽 그림의 항목을 비교해 보고 나와 다르게 표시한 항목에 관해 짝 또는 모둠원의 생각을 들어본 후,
느낀 점을 적어보자.

3. 스스로 정리하기 (교과서 20~21쪽)
발달 : 청소년기가 되면 감정의 변화가

발달 : 청소년은 생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작은 일에도잘 웃고, 울고,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원만한 인간

화내고, 감탄한다.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고, 자신이 속한 사회

대화, 운동,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통해 감정을 조

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

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발달 : 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성별에

또래 관계 : 우리는 또래 친구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친밀

따라 적합하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태도가 있으며, 과거

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에는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남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

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된 양성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면서 사회성을 키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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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학습목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 방법을 말할 수 있다.

4-1. 나의 자존감 점수는요?(교과서

22쪽)

[

점: 왜 그럴까:

]

4-2.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 교과서(22~23쪽)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나는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대추 한 알

장석주(시인, 1955~)
대추가 붉고 탐스럽게 잘
익은 것은 태풍, 천둥,
벼락, 밤, 땡볕, 초승달 등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어
낸 결과일 것이다.
이 시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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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친구관계 (교과서 34~37쪽)
학습목표

청소년기 또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할 수 있다.

1. 친구와 관련된 속담이나 명언을 알아보자.

근묵자흑(近墨者黑) : 뜻을 적어보자.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 친구는 제 2의 자신이다.

2. 또래 문화 : 또래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다른 집단과 구별되게 형성하는 특유의 문화

◈ 그림책 독서토론 ‘두더지의 고민’
고민에 빠진 두더지는 눈덩이를 굴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만!!!

“얘야, 고민이 있을 때는 눈덩이를 굴려 보렴.”
김상근 글․그림 도서출판 사계절(2015)

3-1. 책 내용 중 마음에 들거나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를 적어보자.
(인상적인부분)

(이유)

3-2. 인상적인 부분을 참고하여 동화 내용에서 질문 1가지를 만들어서 적고, 모둠원 순서대로 발표한 후,
모둠의 대표 질문 1개를 뽑아 적어 보자.
*예시 : 두더지야 너는 왜 눈덩이 속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니? / 할머니는 왜 눈덩이를 굴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든 질문

모둠원이 뽑은
대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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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둠원이 함께 해결하기 (3-WHY 기법)
(*모 둠 원 과 토 론 활 동 하 면 서 소 책 자 에 개 별 활 동 으 로 완 성 합 니 다 .)

모둠 대표 질문:

why
1
답변:

질문: (위 답변의 꼬리 질문)

why
2

답변:

질문: (위 답변의 꼬리 질문)

why
3
답변:

4. 삶과 연결 짓기 : 다음 빈 칸에 두더지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적어보자.

“두더지야, 내가 너라면 좋은 친구를 만들거나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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