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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핵심 주제 

  • 꿈      • 인물      • 멘토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3-4학년

[4국02-01] 글을 읽고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도01-03]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해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탐구하고 생활 계획을 세워 본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이야기 상상하기
• 마음 탐구
• 마음을 맞혀 봐!
• 인물 탐구

• 인물 찾아보기

• 나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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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이야기 상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일지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1) 소년은 누구와 손을 잡고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2) 제목을 「바보 의사 선생님」이라고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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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마음 탐구
  학년  반   번

이름

안에 알맞은 말을 책에서 찾아 쓰고, 그때 알맞은 ‘기오’의 마음을 연결해 봅시다.

  나는 깡충 뛰고 싶을 만큼 

웠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집도 우리 집처럼 
가난하네요.”

⚫  ⚪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수술실에 들어올 때는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은 

하나도 이 안 나요. 

⚫   ⚪
반가움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요.

  며칠째 장기려 선생님이 안 
보여요. 병원이 텅 빈 것 
같아요. 밤마다 선생님이 

오셨나 소리가 
날 때마다 눈을 떠요.

⚫  ⚪
수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요.

  참  손이에요! 
장기려 선생님 손이에요. (…) 
선생님 손은 아주아주 커다랗고 
따뜻해요.

⚫ ⚪ 마음이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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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마음을 맞혀 봐!
  학년  반   번

이름

친구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알아맞히는 ‘마음을 맞혀 봐!’ 놀이를 해 봅시다.

● 놀이 방법
1. 팀을 2개로 나누고 각 팀의 대표를 뽑는다.
2. 마음 카드를 오려서 팀별로 1세트씩 준비한다.
3. 팀 대표 한 명은 상대 팀 대표가 보여주는 마음 카드를 보고 표정과 몸짓으로 

팀원들에게 마음을 설명한다. 
4. 팀원들은 대표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마음을 맞힌다.
5.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한다.
6. 마음 카드를 추가하고 대표를 바꾸어가면서 더 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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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요 행복해요 뿌듯해요

슬퍼요 화나요 당황스러워요

고마워요 부끄러워요 기뻐요  

마음 카드의 마음은 바꾸어서 놀이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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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인물 탐구
  학년  반   번

이름

장기려 선생님이 한 일을 찾아보고,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한 까닭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병원에서 쉴 새 없이 환자를 보러 다니세요.

 밀린 입원비 때문에 못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으로 
내보내셨어요.

 거지에게 을 통째로 주셨어요.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

- 6 -

 읽기 후 활동 인물 찾아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장기려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인물을 더 찾아봅시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자기를 바친 사람,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인물이 한 일 

친구들이 찾은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봅시다.

친구 이름 인물 인물이 한 일

책에서 찾거나 우리 주변 속 인물을 찾아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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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나의 꿈
  학년  반   번

이름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여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미래의 나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