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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핵심 주제 

  • 할머니      • 가족      • 사랑      • 생일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2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2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3-4학년

[4도02-01]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4미01-03]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경험 나누기
• 생일상 차리기
• 어떻게 배려할까?

• 할머니의 생신 선물
• 파티 가랜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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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경험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표지를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나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 / 잘 모르겠다 / 60은 넘으셨다.

  (2)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해 드린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먹었는지 떠올려 써 보세요.

      
 할아버지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했다. 뷔페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나는 할아버지께 
노래를 불러 드렸다.

  (3) 우리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100살이 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래 사셔서 기쁠 것 같다. 너무 많이 늙으셔서 아프실 것 같다.

 

  (4) 이 책의 내용을 예상해 보세요.

     
 할머니께서 100살이 되셔서 생신 때 파티를 해 드리는 내용일 것 같다.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 3 -

 읽기 중 활동 생일상 차리기
  학년  반   번

이름

할머니의 100살 생일 파티에는 어떤 음식이 어울릴지 떠올린 뒤, 식탁에 멋지게 생일상을 
차려 봅시다.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그린 다음, 색칠도 해 보세요. 

    그림 아래에 음식 이름을 써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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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어떻게 배려할까?
  학년  반   번

이름

이야기의 주인공이 할머니를 배려하기 위해 한 행동을 찾아 써 봅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께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한 것을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추가해 봅시다.

● 내가 생각한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들
1.  빨리 걷지 못하시면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걷는다.

2.  지팡이가 필요하시면 손을 잡아드린다.

3.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드셔보라고 권한다.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 알게 된 내용
1.  손발을 주물러 드린다.

2.  휴대폰 문자가 작아 잘 읽지 못하시면 읽어 드린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하여 그리거나 내용을 써 봅시다.

 펼치면 글씨가 커서 무지 잘 보이는 가벼운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처럼 귀에 꽂기만 하면 잡음 없이 소리가 잘 들리는 보청기
팔다리를 시원하게 주물러 주는 휴대용 안마기
딱딱한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분쇄해 주는 신기한 젓가락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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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할머니의 생신 선물
  학년  반   번

이름

주인공이 할머니께 선물한 것은 무엇인지 그려 봅시다.

  

나라면 할머니의 100살 생신 때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은지 그려 보고, 그 선물을 하고 
싶은 까닭도 써 봅시다. 

   

그 선물을 하려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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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파티 가랜드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색종이와 털실을 이용해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 가랜드를 만들어 봅시다. 

파티 가랜드 만드는 법

https://youtu.be/WnzeoRDG6Po


1.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고(삼각접기), 펼쳐서 다시 
대각선으로 접습니다.

2. 양쪽 옆을 위로 접어 
올려줍니다.

3. 밑부분을 뾰족하게 대칭이 
되도록 균형을 잘 맞추어 
접습니다.

4. 튀어나온 부분을 접습니다.
5. 양쪽으로 접은 부분을 풀로 

붙입니다.
6. 튀어 나온 부분에 털실을 넣어 

풀로 붙여 줍니다.

7. 글자 수에 맞춰서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8. 글자를 쓰고 꾸며 줍니다.
9. 완성한 가랜드를 테이프로 

붙여 벽에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