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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탐정의 척척척 대한민국
2. 옹 아저씨, 대통령 선거에 나가다!

 핵심 주제 

  • 선거     • 공동체     • 행정기관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2]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4국01-03]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 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 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5-6학년군

성취 

기준 

[6국01-01]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여 토의한다.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사05-06] 국회, 법원, 행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

를 통해 탐구한다.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인물 찾기 놀이
• 차례 둘러보기

1. 대통령을 뽑는다고?
• 대통령이 하는 일

• 선거 포스터 만들기
• 대통령께 편지 쓰기

• 대통령의 자격
2. 선거랑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 • 미로 찾기

3.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 정당 뽑기 놀이

4. 공약이 뭐야? • 공약집 만들기

5. 투표가 선거야? • 카드 놀이

6. 선거 결과를 어떻게 알지? • 낱말 퍼즐

7. 드디어 대통령이 되다! • 대통령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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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인물 찾기 놀이
  학년  반   번

이름

책표지를 살펴보고 각 등장인물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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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차례 둘러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예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

이 책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내가 찾은 단어를 2가지 이상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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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장 대통령을 뽑는다고?   학년  반   번

대통령이 하는 일 이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빈칸을 채우고 관계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 ∙
나라에서 하는 일을 국민에게 

∙ ∙
삼일절, 광복절 같은

 에 행사를 이끌어.

∙ ∙
을 이끌고 

를 지켜.

∙ ∙
국무총리, 장관 등 중요한 

을 임명해.

∙ ∙ 에 참석해 
회의하고, 외국 대표와 협력해.

∙ ∙ 중요한 을 
계획하고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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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장 대통령을 뽑는다고?   학년  반   번

대통령의 자격 이름

 대통령에 관한 ○/× 퀴즈를 풀어 봅시다.

퀴즈 정답
○/×

암호
(1)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다. ☠
(2)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30세가 넘어야 한다. ♣
(3)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다. ♡
(4)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이다. ⛄
(5)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 ☩
(6)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학력 등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7) 영국은 여왕이 나라를 대표하고 직접 나랏일에 참여한다. ☮

 위에서 ○한 암호를 차례대로 쓰고, <암호 해독표>를 참고하여 암호를 해독하시오.

< 암호 해독표 > <내가 찾은 암호는?>

암호 ◈ ♣ ♡ ⚒ ♠ ⛄ ☩ ☺ ☮ ☠

뜻 주 수 대 석 왕 상 통 령 교 황

    은 우리나라를 지고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하게 지키고, 국민이 하도록 돌보는 일을 하며,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해서 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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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장 선거랑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   학년  반   번

미로 찾기 이름

 미로 찾기를 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란? 나라의 은 국민이므로 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 또한 국민은 를 통해 나라의 

정치에 한다.

⇨출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도착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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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장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학년  반   번

정당 뽑기 놀이 이름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 최고의 정당을 뽑아 봅시다.

활동 방법 

1. 나만의 정당 이름을 정하고 정당을 소개하는 명함을 만듭니다.
2. 정해진 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정당 명함을 주며 정당을 홍보합니다.
3. 최고의 정당을 다수결로 뽑아 봅니다.

< 명함 만들기 >

      이란? 더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하는 것.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

  투표할 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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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장 공약이 뭐야?   학년  반   번

공약집 만들기 이름

 행복한 우리 반을 위한 공약집을 만들어 봅시다.

      이란? 선거에 나온 가 를 할 

사람들에게 뽑히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하는  .

  공약집이란 공약을 적어 놓은 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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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5장 투표가 선거야?   학년  반   번

카드놀이 이름

투표에 관련한 카드를 오려 카드 맞추기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1. 투표와 관련된 <붙임 자료>의 카드를 꾸밉니다.
2. 카드를 오려 섞은 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3.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합니다.
4. 카드 두 장을 뒤집어 내용이 일치하는 카드를 고르면 그 카드를 가져갑니다.
5. 만약 두 카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5. 카드를 많이 가진 친구가 승리합니다.

     선거란? 누구에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선거.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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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