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누구인가 
전시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우리를 조직하는 
방법 

우리 모두의 지구 

5
학

년 
  

자신의 성격 / 신념 및 가치 
/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 / 가족, 
친구, 공동체, 문화를 
포함한 인간 관계 / 권리와 
책임 / 인간됨의 의미 탐구  
 

시공간적 지향성 / 개인사 / 
가정과 여정 / 인류의 발견, 
탐험과 이주 / 국내 및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개인들의 
관계와 상호 연결성 및 문명화 
탐구  
 

생각, 감정, 자연, 문화, 신념,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방식 / 창의성을 숙고하고, 
넓히고, 즐기는 방식 / 미에 
대한 평가 탐구  
   

 

자연 세계와 법 탐구; 자연 
세계(물리적, 생물학적)와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 / 
인간이 과학 원리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 과학과 기술 
발전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탐구  

인간이 만든 제도와 공동체의 
상호연결성 / 조직의 구조와 
기능 / 사회의 의사 결정 / 경제 
활동과 이것이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탐구 

한정된 자원을 다른  
생물들과 공유할 때의  
권리와 책임 / 공동체와 
공동체 내 관계 및 공동체 
간 관계 / 기회 평등 / 
평화와 갈등 해결 탐구  

 5 2 4 3 1 6                       

 중심 개념  
 
(학생별 개발) 

중심 개념  
진화, 이동, 도시화 간에는 상호 
관계가 존재합니다. 
 

중심 개념  
미디어는 사람들의 관점과 
의견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심 개념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원의 
사용 간에는 특정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중심 개념  
개인과 그룹은 사회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심 개념  
모든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요구가 있으며 이를 충족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학생별 개발) 

핵심 개념: 형태, 연계성, 변화 
 
관련 개념: 적응, 순서, 제도, 
관계, 특징, 범주 

핵심 개념: 인과관계, 관점, 
책임 
 
관련 개념: 결과 영향, 사실, 
의견, 편견, 가치관 

핵심 개념: 형태, 변화, 
연계성 
 
관련 개념: 에너지, 보존, 
관계, 혁신 

핵심 개념: 인과관계, 기능, 
연계성 
 
관련 개념: 결과, 순서, 제도, 
관계, 주관성, 공감, 정부 

핵심 개념:  형태, 
인과관계, 책임 
 
관련 개념: 정의, 
자유, 교육, 권리, 역할, 
전통 

 탐구 방향:  
 
(학생별 개발) 

탐구 방향:  
사람들이 진화하는 방식(형태) 
 
진화와 이동 간의 관계(연계성) 
 
우리 자신의 진화를 개선해줄 
요인(변화) 

탐구 방향: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인과관계) 
 
미디어에서 편견의 
역할(관점) 
 
미디어의 책임(책임) 

탐구 방향: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형태) 
 
에너지의 변형(변화) 
 
에너지 보존 방법(연계성) 

탐구 방향:  
리더십의 형태(형태) 
 
사회에서 권리가 형성되는 
방식(기능) 
 
활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연계성) 

탐구 방향:  
필요, 갈망, 권리 간의 
차이(형태)  
 
아동 권리의 
진화(인과관계) 
 
아동 권리의 인정 및 
보호(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