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업 - 통합교과 5~6학년
순서

주제

장소

교재

학습내용
우리나라 국토의 발전과정을

1차

국토

국토발전전시관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통해 우리 국토의 특징과 바

>

람직한 국토 개발을 위한 방
법을 알아본다.
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2차

법

대법원 법원전시관

대법원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사
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문제와

3차

환경

문화비축기지

쓸모 있는 자원 쓰레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
력을 알아본다.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특징

4차

생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

을 통해 생물과 우리 생활과
의 관계를 알아본다.
여러 매체의 특징을 알아보

5차

언론

신문박물관

퓰리처 선생님네 방송반

고, 뉴스와 광고를 비판적으
로 살펴본다.

6차

기초과학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
&자연사관

맛있는 과학 <태양계>

기초과학의 종류와 중요성을
알아본다.
고조선부터 고려의 건국과

7차

국가의 성립과 전쟁 역사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1

술술 한국사 1-선사 · 남북국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시대별

시대

국가의 위기 극복 과정을 알
아본다.
고대 국가와 고려의 과학 기

8차

민족 문화 유산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술술 한국사 2-고려시대

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
한다.

9차

조선의 정치와 문화 발달

국립고궁박물관과 경복궁

술술 한국사 3-조선 시대

10차

조선의 사회 변화

운현궁과 인사동

술술 한국사 4-개항기

조선의 정치와 민족문화 발
전상을 알아본다
조선 후기 사회개혁과 문화
의 변화 모습을 이해한다.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

11차

독립 운동 역사

백범김구기념관과 효창공원

술술 한국사 5-일제 강점기

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과 활동을 파악한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12차

대한민국 수립과 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술술 한국사 6-현대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해
13차

정치

국회와 국회박물관

국회의사당

온 과정을 통해 삼권분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본다.

14차

경제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애덤 스미스 아저씨네 경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구점

경제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나라

15차

세계문화

차이나타운

지명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알아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교류를 살펴본다.

16차

공연문화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연극을 통해 공연예술문화를
이해한다.
독도의 역사를 알아보고 독

17차

독도와 한반도의 미래

독도체험관

울릉도와 독도

도로 둘러싼 국제적 분쟁을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18차

첨단과학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
관

미래첨단과학기술을 알아보
테마 사이언스 <로봇>

고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