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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사랑

 핵심 주제 

  • 사랑     • 감정     • 공감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2-03] 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5-6학년군

성취 
기준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도01-02]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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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표지 살펴보기

1. 사랑의 콩깍지 • 나에게 소중한 친구

• 또래 상담하기

2. 고백 • 진실 게임
3. 청포도젤리의 날들 • 이야기 만들기
4. 합기도 친구 • 눈치 게임
5. 푸들, 오해 •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6. 헤어짐 • 나와 다른 너
7. 슬픈 치킨 • 공감 감정 카드놀이
8. 마음의 갈래 길 • 인생극장
9. 첫눈 •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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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책 표지 살펴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책 표지를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써 봅시다.

       

이 책의 내용을 예상하여 봅시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써 보세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글자에 담긴 뜻은?

∎이 책의 제목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의 얼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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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장 사랑의 콩깍지   학년  반   번

나에게 소중한 친구 이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느낌을 <보기>와 같이 표현해 봅시다.
<보기> 그리는 방법

<나에게 소중한 친구 표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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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고백   학년  반   번

진실 게임 이름

 주변 사람이 추천해준 고백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엄마 •                 • 그냥 말로 한다.

누나 •                 •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박태호 •                 •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사랑을 고백하는 나만의 방법을 상상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고백하는 나만의 
방법

구체적인 계획

 친구들과 진실 게임을 해 봅시다.

<진실 게임 방법>

∙ 준비하기: 
     1. 10명 정도의 모둠을 만듭니다. 
     2. 대답을 거부할 경우 받을 벌칙을 함께 정합니다.
     3. 사람 뽑기, 벌칙 뽑기를 만듭니다.

∙ 게임 하기:
1. 뽑기로 질문을 받는 사람을 뽑습니다.
2. 먼저 손을 드는 친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 반에 좋아하는 친구가 있니?
3. 질문을 받은 친구는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1: 진실을 말한다.
  선택2: 진실을 말하기 싫으면 ‘벌칙을 받을게’라고 말하고 벌칙을 뽑습니다.
4. 질문을 받은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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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 사람 뽑기, 벌칙 뽑기 >

<사람 뽑기> 별표를 뽑은 사람이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

<벌칙 뽑기> 질문을 거부하는 대신 벌칙을 받습니다.

노래
부르기

인디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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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청포도젤리의 날들   학년  반   번

이야기 만들기 이름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림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쓰세요.

☆김힘샘과 노해주 이야기

☆김혜연과 김은호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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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 합기도 친구   학년  반   번

눈치 게임 이름

 김힘샘과 노해주의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사건 속마음

• 김힘샘과 노해주의  시합 사건

- 이긴 사람이 를 다 먹기로 하고 

도토리 던지기를 했는데, 김힘샘이 다 이겼다.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다 이기다니, 김힘샘은 정말 
눈치가 없군.

•노해주의  친구 사건

- 합기도 연습하면서 합기도 친구 성후와 

꺾기를 하면서 해주가 활짝 웃었다.

  합기도 친구 랑 저렇게 

웃으면서 연습을 하다니 정말 기분이 
이상해지다가 나빠지기까지…….
  해주는 눈치도 없군.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눈치 게임을 해봅시다.

<눈치 게임 방법>

∙ 준비하기: 
     1. 모둠, 성별, 반 전체가 게임 할 수 있습니다.
     2. 사람 수만큼 의자가 필요합니다.

∙게임 하기:
1. 선생님이 ‘눈치 게임 시작!’이라고 외치면 시작합니다.
2.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숫자를 1번부터 외치며 한 명씩 일어납니다.
3. 순서는 아무나 먼저 해도 상관없으며, 이때 두 명이 같이 일어나면 실패입니다.
4.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한 명씩 일어나서 외치면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조별로 연습하고, 남녀로 나누어 연습하다가, 반 전체가 같이 게임을 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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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5. 푸들, 오해   학년  반   번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이름

 힘샘이에게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관용표
현을 알아봅시다.

   
+ +

  도토리 게임에서 

이/가 다 
이겨서 노해주는 기분이 
나쁘다.

 합기도 친구인 

에게 질투 난 
힘샘이는 해주에게 짜증을 
냈다.

  해주를 만나러 강아지와 
함께 나갔는데 해주가 

를 싫어해서 
집에 가버렸다.

관용구 ∙엎친 데 덮친다: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나다

속담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일이 안되려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밖의 큰 불행도 생긴다는 말.

∙눈 위에 서리 친다. :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침에 재채기: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자성어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위의 표현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써 봅시다.

<예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뛰어갔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숙제를 안 
가져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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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6. 헤어짐   학년  반   번

나와 다른 너 이름

힘샘이와 해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힘샘

• 시조새를 좋아한다.

•                      

•개를                       

•치킨을                     

•태권도를 좋아한다.

해주

•개를                      

•치킨을                    

•                          

나와 친한 친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서로 이해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나

친구
(      )

이해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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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7. 슬픈 치킨   학년  반   번

공감 감정 카드놀이 이름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을 3개 이상 써 봅시다.

기쁨  감동적이다,

두려움  긴장되다,

분노  답답하다,

불쾌  싫다,

슬픔  속상하다,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활용 방법>

∙ 준비하기: 
1. 4~5명이 모여서 활동합니다.
2. 카드에 적힌 말을 보고, 알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3. 빈 카드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감정을 써 봅니다.
4. <붙임 자료>의 카드를 자릅니다. 

   
∙활동하기:

1. 오늘 아침 기분에 맞는 카드를 고르고, 그 카드를 고른 까닭을 말합니다.
2. 친구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맞는 감정 카드를 고르고, 고른 까닭과 함께 대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