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낱말 공부 : 단어의 뜻과 초성 힌트를 확인하고 해당 단어를 책에서 찾아 써 보세요.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16 ㄱㅅㅊ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18 ㅌㄱㅊ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으로,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 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7 ㄱㅁㅈ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

35 ㅇㄱㅁㅅㅅ 월급의 총액과 세부 내역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 기본금, 성과금, 상여금, 공제 내역 따위가 쓰여 있다.
36 ㅅㄷㅅ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36 ㅅㅅㄹㅇ 세금이나 보험료 따위의 부수적 비용을 빼고 실제로 받는 돈의 액수.

43 ㅈㅅ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43 ㄴㅂ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48 ㅈㅊ 절약하여 모아 둠. 

50 ㅈㄱㅇㄱ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 이자는 일정 기일이 되면 원금과 함께 지불하지만 예금자가 요청하면 매월 지불한다.
50 ㅈㄱㅈㄱ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적금.
51 ㄱㄹ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52 ㅇㅈ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54 ㅈㅂ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입과 지출 계산을 적어 두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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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세금 내는 아이들」에 나오는 단어 알아보기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56 ㅈㄷㅎㅈ 계약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없애는 일.
58 ㄱㅇ 영업을 처음 시작함.
60 ㅅㅇㅈ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62 ㄷㅁㅅㅇ 매상인에게 물건을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 파는 상인.
74 ㄷㅇㄹ 빌려 쓰는 물건에 대하여 무는 요금.
85 ㅌㅈ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113 ㅅㅇㅈ 제 활동에 참여할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
122 ㅅㅇㅋㄷ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
124 ㅅㅇㄷㄱ 개인이나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
145 ㅇㄹ 요금을 내게 되어 있음.
149 ㄱㅇㅂㅎ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154 ㅈㅁㅅㄷㅅ 돈이나 재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80 ㅁㄱ 미리 정한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
182 ㄱㅁ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 새롭게 알게 된 낱말, 기억에 남는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지어 보세요.
   예) - 공모전 : 지난 여름 방학 때 공모전에 나가서 1등을 했다.
   ①

   ②

   ③

   



 ◆ 낱말 공부 : 단어의 뜻과 초성 힌트를 확인하고 해당 단어를 책에서 찾아 써 보세요.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16 ㄱㅅㅊ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국세청

18 ㅌㄱㅊ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기획 재정부 소속으로,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 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통계청

27 ㄱㅁㅈ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 공모전

35 ㅇㄱㅁㅅㅅ 월급의 총액과 세부 내역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 기본금, 성과금, 상여금, 공제 내역 따위가 쓰여 있다. 월급명세서

36 ㅅㄷㅅ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소득세

36 ㅅㅅㄹㅇ 세금이나 보험료 따위의 부수적 비용을 빼고 실제로 받는 돈의 액수. 실수령액

43 ㅈㅅ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재산권

43 ㄴㅂ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납부

48 ㅈㅊ 절약하여 모아 둠. 저축

50 ㅈㄱㅇㄱ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 이자는 일정 기일이 되면 원금과 함께 지불하지만 예금자가 요청하면 매월 지불한다. 정기예금

50 ㅈㄱㅈㄱ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적금. 정기적금

51 ㄱㄹ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금리

52 ㅇㅈ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이자

54 ㅈㅂ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입과 지출 계산을 적어 두는 책.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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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세금 내는 아이들」에 나오는 단어 알아보기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56 ㅈㄷㅎㅈ 계약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없애는 일. 중도해지

58 ㄱㅇ 영업을 처음 시작함. 개업
60 ㅅㅇㅈ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자
62 ㄷㅁㅅㅇ 매상인에게 물건을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 파는 상인. 도매상인
74 ㄷㅇㄹ 빌려 쓰는 물건에 대하여 무는 요금. 대여료
85 ㅌㅈ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투자
113 ㅅㅇㅈ 제 활동에 참여할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 실업자
122 ㅅㅇㅋㄷ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 신용카드
124 ㅅㅇㄷㄱ 개인이나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 신용등급
145 ㅇㄹ 요금을 내게 되어 있음. 유료
149 ㄱㅇㅂㅎ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
154 ㅈㅁㅅㄷㅅ 돈이나 재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재무상담사
180 ㅁㄱ 미리 정한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 만기
182 ㄱㅁ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경매

 ◆ 새롭게 알게 된 낱말, 기억에 남는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지어 보세요.
   예) - 공모전 : 지난 여름 방학 때 공모전에 나가서 1등을 했다.
   ①

   ②

   ③

   



 ◆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다
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적어 봅시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고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했
는지 비교해 봅시다.

1. (책을 읽기 전)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2. (책을 읽은 후)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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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반   번
이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 우리 반(집)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반(집)의 특징을 알아보고 특징에 어울리는 나라 이름을 만들
고 나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국기를 만들어 봅시다.

1. 우리 반(집)의 특징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반(집)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 만들기

3. 우리 반(집)의 국기 만들기

 국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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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반   번
이름:  나라 이름, 국기 만들기



 ◆ 아래 직접표를 참고하여 우리 반에서 이 활동을 한다면 어느 직업에 지원하고 싶은지 직업 지원서를 작성해  
봅시다.

직업명 인원 예상월급 하는 일
우체부 1 280미소 선생님 심부름, 일기 등 나눠주기
통계청 1 310미소 통신문 수거, 통계 내기

신용평가위원 1 300미소 매주 금요일 신용등급 정리
은행원 2 340미소 통장개설, 저축확인하기, 매주금요일 통장 걷기

교실청소부 4 350미소 교실청소하기
칠판 청소부 1 300미소 매시간 칠판 정리하기
인테리어 디자이너 1 260미소 선생님 학급 꾸미는 것 돕기

환경부 1 260미소 아침 환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알림
선생님 1 300미소 수학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경찰 1 290미소 벌금 기록하기

분리수거업체 2 280미소 매주 월, 수 아침 분리수거, 평소 분리수거 정리
국세청 1 270미소 세금 사용 기록하기

한국 전력 1 270미소 교실 전기 제품 관리
신문기자 1 270미소 각종 게시물 게시, 시간표
투자회사 1 320미소 투자상품판매, 그래프게시

1.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업 : 

2. 지원 동기 : 

3. 앞으로의 각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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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 지원서 작성하기 (p.18)



 ◆ 여러분도 활명수 국가처럼 우리 반(집)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봅시다. 
  1. 사업 구상하기
   ① 내가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 :

 
   ② 내가 잘하는 것들 중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 

   ③ 1가지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 구상하기
     - 상호명 : 
     -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 : 

     -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 

   ④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이용할 것 같은 이유 : 

   ⑤ 가게 홍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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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업자 등록하기



  2. 사업자 등록증 작성하기

사 업 자 등 록 증
(업종:                )

           등록 번호 : 20○○ – ○○ - 

대  표  자(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반,번호):

개업 연월일:

사업장 상호명: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업자 등록과 상호등록을 마쳤으며 사업자등록비와 상호

  등록비를 정확히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체의 영업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 세무서장



제안하는 직업의 이름

하는 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급과 

그 이유

이 직업의 적정 월급은            미소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제안하는 (             )(은)는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새로운 직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위와 같이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정부 확인 

통과 여부
(통과 / 통과 안 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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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새로운 직업 제안서 (p.134)



 ◆ 「세금 내는 아이들」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뒤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1. 책 18쪽의 표를 보면, 은행원의 월급은 230미소, 청소부의 월급은 250미소로 청소부의 월급이 더 많습니다. 여
러분은 활명수 국가에서 은행원의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청소부의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적어주세요.
  - 의견 : 
  - 이유 : 

 2. 책 35쪽~45쪽에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활명수 국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세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고, 그 외에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사용 되었
으면 하는 곳을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 내 주변의 세금이 사용 되는 곳 (예_학교 급식, 집 근처 공원 등): 
   

  - 세금이 더 사용되었으면 하는 곳 (예_등학교 교통비 지원, 집 근처 도서관 확장 등): 

    

세금 내는 아이들 – 독서 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더 생각 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