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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는 지겨워

  핵심 주제 

  • 신비   • 상상   • 재미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내용 예상하기

1. 빨래는 지겨워
• 이야기하는 방법 알기

• 경험 말하기

•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 

다지기

2. 빵이 된 동생
• 재미와 감동 찾기 1

• 재미와 감동 찾기 2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

• 관찰하고 표현하기

•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 의견을 파악하며 글 

읽기

•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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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내용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기 전, 책의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빨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지겹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 표지에 나온 남자친구는 왜 빨래가 지겹다고 했을까요?

1. 언제 빨래를 해봤나요?

2. 빨래를 왜 하게 되었나요?

3. 빨래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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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 빨래는 지겨워   학년  반   번

이야기하는 방법 알기 이름

준이가 겪은 일을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원인       결과

 

엄마 아빠가 싸웠다. è

 

è 학교에 결석을 했다.

 

엄마를 녹슨 빨간 

집게로 널었다.
è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원인과 결과 릴레이 기차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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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 빨래는 지겨워   학년  반   번

 경험 말하기 이름

빈 칸에 ‘이어주는 말’을 넣어 준이의 일기를 완성해 봅시다.

              

준이가 화가 날 때마다 빨래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는 화가 날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가 날 때 하는 것

이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해서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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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빵이 된 동생   학년  반   번

재미와 감동 찾기 1 이름

  

우리 가족을 <빵>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빵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그려 보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이유 이유 이유

이야기에서는 준이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빵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 이유도 함께 써 봅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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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빵이 된 동생   학년  반   번

재미와 감동 찾기 2 이름

‘2. 빵이 된 동생’에서 준이가 동생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했던 부분을 찾아 써 

  봅시다.

                    

       

준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그 때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3)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었나요?

준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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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   학년  반   번

관찰하고 표현하기 이름

우리 가족을 동물로 나타낸다면, 어떤 동물로 나타내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 이유를 써 봅시다.

  

이유 이유 이유

클레이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 동물원’을 만들어 봅시다.

만드는 법

1.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의 특징을 생각한다.

2.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의 특징을 질감과 양감을 살려 클레이로 만든다.

3. 동물원을 완성한 뒤, 누구를 무엇으로 표현하였는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다.

  →  : 저는 동생을 토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달리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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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   학년  반   번

글쓴이 마음 짐작하기 이름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를 읽고 준이의 말이나 행동에 나타난 마음을 짐작해서 써 

  봅시다.

말이나 행동 마음

“하지 마!” 화남

준이와 같은 마음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쓰고 그럴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써 봅시다.

마음 상황 말이나 행동

화남 친구가 물통을 쏟아서 그림을 망쳤을 때 소리를 지름 /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함.

  

위 답변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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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   학년  반   번

의견 파악하며 글 읽기 이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요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족이 많아져서 동물원에 동물들이 가득 찼

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동물로 변하는 마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을 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1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3

4

(2)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찾아 써 봅시다.

글쓴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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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   학년  반   번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하기 이름

‘3. 악어가 된 엄마 아빠’를 읽고 준이네 가족의 문제를 3단계 문제 해결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우리 가족 3단계 문제 해결북(BOOK)’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가족 3단계 문제 해결북(BOOK) 만드는 법

1. 우리 가족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생각하며 빈 칸을 채워 넣는다.

2. 자르는 선을 따라 도안을 오린다.

3. 접는 선을 따라 도안을 접는다. 앞으로 접는 선과 뒤로 접는 선을 잘 볼 

것!

4. 실천 의지를 다지며 마지막 장에 내 이름과 사인을 한다.

5. 맨 앞 장에 제목을 오려 붙인 뒤, 내 이름을 쓰면 완성!

          

문제 상황

è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엄마 아빠가 

악어가 되었다.

내가 엄마라면,

문제 원인
내가 아빠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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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 다지기

  학년  반   번

이름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족 약속’을 정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우리 가족 약속

1.

2.

3.

4.

내가 정한 ‘우리 가족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 약속 판’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가족 약속 판 만드는 법

1. 내 이름을 쓰고 ‘우리 가족 약속’을 적는다.

2. 자르는 선을 따라 도안을 오린다.

3. 접는 선을 따라 도안을 접는다.

4. 풀칠하는 곳에 풀을 칠하고, 붙이는 곳과 붙인다.

5. 색연필을 사용해서 예쁘게 꾸미면 완성!

약속은 3~4개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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