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의 4총사

대상 : 초등 3, 4학년 

부유한 집에 살고 공부를 잘하는 선재,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의 외아들인 민국이, 

어디서나 당당하고 의협심 강한 우현이, 집안 환경이 어렵지만 씩씩하게 사는 영식

이가 보여 주는 10살짜리 어린이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고민하는 

어린이의 감정을 잘 풀어내어, 이른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라면 '바로 내 이야기

야!' 하며 공감하게 되는 동화책입니다.

학습 목표

1. 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인물의 생각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며 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3. 등장인물들에게 응원 편지를 써 보고, 그림도 그려 봅니다. 



독서 전 활동

2. 여러분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며 지내나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이야기해 보세요.

3. 여러분은 학원에 많이 다니나요? 

    몇 군데 정도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1.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들을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의 4총사> 책 속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책을 보고 인물의 말과 

행동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써 보세요. 또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도 써 보세요.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의 성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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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제 큰일 났어. 배달이 안 된 
집에서 막 항의할 거야. 그럼 우유 
영업소 아저씨가 날 찾을 거고, 난 
엄청 혼나고 나서 터진 우윳값을 물
어내야 해.”
영식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에
서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금방이라
도 떨어질 것 같았다.

 박민국

 이선재

 장우현

 영식이



학원에 다녀야 한다  VS  아니다

독후 활동2
토론 마당

선재는 학교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민국이의 공에 맞았습니다. 그 바람에 선재의 

왼쪽 손가락이 부러졌고, 선재는 며칠 동안 학교를 빠져야 했습니다. 다음은 민국이가 

선재네 집에 병문안을 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이건 횡재야! 내 인생에 정말 꿀맛 같은 휴가를 얻은 거거든. 

   다 네 덕분이야, 네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려 줬기 때문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내가 밉지 않아?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지금 네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못 하게 돼서 정말 좋아! 사실은 나, 

   그동안 쉴 틈 없이 학교랑 학원만 뱅글뱅글 돌았거든. 날마다 학원을 네 군데, 어떤 날은 

   다섯 군데나 다녔더니 정말 힘들고 짜증 났었다고……. 우리 엄마는 내가 학교나 학원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심하게 화내셔. 그래서 그동안 쉬고 싶다는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다쳤다고 게임도 실컷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 (중략)

“공부! 공부! 공부! 너 다음에 꼭 100점 맞아야 한다, 그래서 특목고나 외고를 가야 한다,

   그래야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 말씀이야.” 

선재의 말을 듣고 난 선재의 다른 면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선재가 왜 학교만 오면 짜증 내는 아이로 변하는지 대충 이해가 갔다.

1. 선재가 왜 민국이한테 고맙다고 했나요?

2. 여러분도 선재처럼 학원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3. 여러분은 각자 학원에 가는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에 O를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학원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               ) 학원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               )

왜냐하면



영식이는 몇 해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사는 친구입니다. 소년 가장으로 우

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만 우유 수레가 엎어져서 우유가 터지고 말았지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민국이, 우현이, 선재는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영식이의 우

유 배달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힘든 친구를 돕기 위해 새벽에 나선 4총사에게 응원의 글

을 적어 주세요. 그리고 4총사의 얼굴도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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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식 ->

2. 민국 ->

3. 선재 ->

4. 우현 ->

새벽의 4총사 캐릭터 그리기

영식

선재

민국

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