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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진 열쇠

 핵심 주제 

  • 진로    • 끈기    • 도전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1] 대화의 즐거움을 알고 대화를 나눈다.

[4국01-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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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4사02-03]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표지 보고 내용 

예상하기

6~37쪽 • 이야기 간추려 말하기

• 인물 관계도 만들어 책 

소개하기

• 독서 퀴즈 놀이

38~46쪽 • 나의 경험 말하기

47~71쪽
•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 

상상하기

6~81쪽
• 옛날의 생활 모습 낱말 

찾기

72~81
• 뒷이야기 상상하여 그림 

그리기

82~110 • 마음을 전달하는 글쓰기

111~134쪽 • 진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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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표지 보고 내용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열쇠’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예시>처럼 표지와 제목을 보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서로 나눠 봅시다.

  

(1) 열쇠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2) 열쇠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시> 칠판에 독서 중에는 ‘조용히’란 글씨는 왜 쓰여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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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진 열쇠>에 나오는 열쇠가 어떤 열쇠일지 생각하며 열쇠를 꾸며 봅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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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6~37쪽   학년  반   번

이야기 간추려 말하기 이름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시간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원인       결과

 
è

다시 집으로 가서 

다리를 씻고 

학교로 달려갔다.

 
è

학교 육상 선수로 

뽑혔다.

 

철봉 사다리에서의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도착했다.
è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예시>에 제시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를 간추려 봅시다.

<예시>
오늘 아침       어제 저녁       공부를 하기 전

수업 종이 친 뒤       숙제를 마치자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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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8~46쪽   학년  반   번

나의 경험 말하기 이름

명자는 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나요?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집에서

나도 명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며 감정이나 느낌을     

  쓴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명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쪽지를 써 봅시다.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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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7~71쪽   학년  반   번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 상상하기 이름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해 봅시다. 

명자

“어? 그 선생님이다.”

표정 그리기

• 자신에게 상냥했던 

선생님을 봐서 반가운 

마음

명자의 성격이나 마음

• 놀란 표정으로 창가에 

바짝 붙으며 반가운 

말투로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

1학년 3반 선생님

“책 읽고 싶니? 들어와라.”

표정 그리기

•

선생님의 성격이나 마음

•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

엄마

“망할 것. 육상 

같은 거 관두랬지!”

표정 그리기

•

엄마의 성격이나 마음

•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하나 골라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해 봅시다.

인물

인물이 한 말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

상상한 표정, 

몸짓, 말투
표정 그리기

  

내가 고른 장면을 표정과 몸짓으로만 표현해 친구들과 장면 맞추기 놀이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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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6쪽~81쪽   학년  반   번

옛날의 생활 모습 낱말 찾기 이름

책을 다시 살펴보며 옛날에 쓰였던 생활 도구와 그 시대에만 볼 수 있었던 직업을 찾아 

  써 봅시다.

 연탄, 

                    

책에서 찾은 옛날에 쓰였던 생활 도구와 그 시대에만 볼 수 있었던 직업이 현재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사다리 타기를 완성해 봅시다.

과거

현재

     

책 속에 나온 낱말의 비슷한 말, 반대말을 떠올려 봅시다.

낱말 비슷한 말 반대말

27쪽 ‘언짢다’

39쪽 ‘굼벵이’

41쪽 ‘패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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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72~81쪽   학년  반   번

뒷이야기 상상하여 그림 그리기 이름

   

81쪽 이후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상상한 뒷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1) 내가 상상한 뒷이야기

(2) 그렇게 상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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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72~81쪽   학년  반   번

마음을 전달하는 글쓰기 이름

명자가 한 일이나 겪은 일을 떠올리고 그때의 마음을 알맞게 써 봅시다.

명자가 한 일이나 겪은 일 그때의 마음

1. 선생님에게 도서실 열쇠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음
두근거리는 마음/ 신나는 마음

2. 책을 읽다가 주사 맞으러 오라는 육촌 

 아저씨의 말을 잊었다는 걸 깨달음

3.

 

4. 선생님께서 명자에게 열쇠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음

앞 문제의 명자가 한 일이나 겪은 일 ‘3’에서 도영이나 명선이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1) (도영 / 명선)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내가 명자라면 (도영 / 명선)이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명자라고 생각하고 도영이나 명선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에게

                                              

                                              

                                              

                                              

                                 20   년   월   일, 명자가

한 명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한 뒤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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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11~134쪽   학년  반   번

진로 탐색하기 이름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흥미) 내가 잘하는 것(적성)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 하는 것에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 내가 잘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

(1) 명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 명자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나요?

(3) 내가 명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4) 명자는 왜 코치선생님께 죄송했나요?

(5) 명자가 교실로 오는 중에 나온 눈물은

   어떤 마음의 눈물이었을까요?

‘주니어 커리어넷’직업 정보에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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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인물 관계도 만들어 책 소개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처음 가진 열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적으며 인물 관계도를 완성해 봅시다.

등장인물

               

   명선     (     )   (     )   (     )  (     )   (     )   (     )  (       )

            

          

     엄마

-

-

        명선

- 4학년

- 폐결핵을 앓고 있음

- 집이 가난함

- 동생 둘이 있고 첫째

「처음 가진 열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까닭을 써 봅시다.

내가 만든 인물 관계도를 친구에게 보여 주면서 「처음 가진 열쇠」를 소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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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독서 퀴즈 놀이 
  학년  반   번

이름

「처음 가진 열쇠」를 읽고 독서 퀴즈 놀이를 해 봅시다.

놀이 방법

1. 「처음 가진 열쇠」를 읽은 뒤 떠오르는 낱말이나 문장들을 쪽지에 적는다.

2. 종이를 잘라서 개인당 9개 이상의 쪽지를 만든 후 두 번 접어서 앞에 있는 

‘바구니’에 모은다. (9개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께 여분의 종이를 

받아 더 만들 수 있다.)

3. 게임이 시작되면 모둠별로 1번 친구가 ‘바구니’에서 쪽지를 하나 가져간다.

4. 모둠으로 돌아온 1번 친구가 쪽지에 적힌 낱말이나 문장을 설명해서 모둠 친구들이 

맞춘다.

5. 모둠 친구들이 정답을 맞히면 팀이 쪽지를 가질 수 있고, 다음 순서인 2번 친구가 

‘바구니’에서 쪽지를 가져와 문제를 낸다.

6. 너무 어려워서 못 맞추는 쪽지가 있다면 패스를 외치고 ‘패스 바구니’에 가져다 

놓는다.

7. 제한 시간 동안 많은 쪽지를 가진 팀이 이긴다.

8. 보너스 시간이 있다면, ‘패스 바구니’에 담겨 있는 쪽지로 퀴즈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

-----------------------------------------------------------------------



「처음 가진 열쇠」

13

 * 여분 퀴즈 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