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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단계 주요 활동 비고
읽기 전 [어휘 알기] 책 속의 새로운 어휘의 의미 미리 살펴보기 활동지 1
읽는 중 [쓰기 활동 1] 매생이 친구들처럼 나만의 생각 글쓰기에 도전하기 활동지 2

읽고 나서 [쓰기 활동 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논술 개요 작성 활동지 3

학기 관련 단원
1-2 생각을 문장으로 쓰기
2-1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

겪은 일을 차례대로 글로 쓰기
2-2 인상 깊었던 일 쓰기

인물을 소개하는 신문 만들기
3-1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 쓰기

글을 읽고 내용 간추리기
3-2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기
4-1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읽는 사람을 고려해 생각 쓰기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 상상해 쓰기

4-2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이야기를 꾸며 책 만들기

5-1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

5-2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쓰기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 고치기
찾은 자료를 정리해 알기 쉽게 표현하기

6-1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
6-2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 쓰기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 쓰기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 연계표

▶수업 단계별 활동 계획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읽기 전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책 속 새로운 어휘의 의미 살펴보기 (활동지)

다음은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책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들이랍니다. 제시
된 어휘의 뜻을 천천히 읽어 보고, 책 속에서 이 어휘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바른 글씨로 또
박또박 옮겨 적어보세요. 

순 쪽 어휘 어휘 활동

1 29 박수갈채 뜻풀이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 환영하거나 찬성함.
문장 찾기

2 38 박장대소 뜻풀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문장 찾기

3 84 유기견 뜻풀이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개
문장 찾기

4 103 타박 뜻풀이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
문장 찾기

5 113 호시탐탐 뜻풀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보
다.

문장 찾기

6 123 옷매무새
뜻풀이 옷을 수습하여 입은 모양새

문장 찾기

7 149 학대 뜻풀이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문장 찾기

8 195 반박 뜻풀이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함.
문장 찾기

9 206 푸념 뜻풀이 마음속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음. 또는 그런 말.
문장 찾기

10 229 솔선수범
뜻풀이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

문장 찾기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읽기 전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책 속 새로운 어휘의 의미 살펴보기 (정답지)

다음은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책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들이랍니다. 제시
된 어휘의 뜻을 천천히 읽어 보고, 책 속에서 이 어휘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바른 글씨로 또
박또박 옮겨 적어보세요. 

순 쪽 어휘 어휘 활동

1 29 박수갈채 뜻풀이
문장 찾기 친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2 38 박장대소 뜻풀이
문장 찾기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들이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3 84 유기견 뜻풀이
문장 찾기 ‘채원이는 유기견을 데리고 와 정성껏 돌보았어.’

4 103 타박 뜻풀이
문장 찾기 지훈이는 현규를 타박했다. 

5 113 호시탐탐 뜻풀이
문장 찾기 현규는 틈만 나면 채원이를 놀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6 123 옷매무새
뜻풀이

문장 찾기 현규는 갑자기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7 149 학대 뜻풀이
문장 찾기 종이에는 현재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내용이 적혀 있었다. 

8 195 반박 뜻풀이
문장 찾기 현규가 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9 206 푸념 뜻풀이
문장 찾기 현규가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10 229 솔선수범
뜻풀이

문장 찾기 첫째, 우리 반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읽는 중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매생이 친구들처럼 나만의 생각 글쓰기에 도전하기

방법 어떤 방법인지에 관한 설명, 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유

방법 1

방법 2

방법 3

  관련 내용 120쪽
오늘 아진이에게는 현규와 채원이가 어벤저스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
주는 사람은 영웅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내 친구가 나쁜 형이나 언니들에게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았다
면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해본 뒤 그 
방법이 왜 좋을지 이유를 생각해볼까요?



[순한맛, 매운맛 매생이클럽 아이들] 읽은 후 활동 ___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___________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논술 개요 작성

  관련 내용 187쪽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개요를 짜본 후 쓰면 완성하기 편해요. 이번에는 논술 개요 작성에 
도전할 거예요. 아래 단계들을 짚어가며 개요를 작성해보세요. 

 ◉ 논술, 어떻게 쓰는 건가요? 
    주어진 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인지 결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유(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1단계 논제 파악  -> 2단계 주장 결정 

-> 3단계 개요 작성  -> 4단계 본문 작성

 ◉ 1단계 논제 파악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좋은 점도 많지만 걱정스러운 면도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2단계 주장 결정
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 찬성합니다   VS    ¨ 반대합니다 (√ 표시하세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 3단계 개요 작성
처음

(서론)

가운데
(본론)

이유(근거) 

1
이유(근거) 

2
이유(근거) 

3
끝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