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지

옥효진 글 / 김미연 그림

한국경제신문



단계 주요 활동
비고

(차시)

읽기 전

단어 익히기
-법 만드는 아이들 이야기 속 단어의 뜻 살펴보기

활동지1

우리 주변의 법 찾아보기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 찾아보기

활동지2

읽기 중

대통령 공약 만들기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생각하고 
공약만들기
-나를 알리는 선거 포스터 만들기

활동지3

우리 반을 위한 법 제안하기
-우리 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안하기

활동지4

읽기 후
제안된 법에 대한 내 생각 정리하기
-활명수 반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나의 생각 정
리하기

활동지5

사회5-1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법의 역할 알아보기
-법을 준수해야하는 까닭 알아보기
-헌법의 의미 알아보기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알아보기

사회6-1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알아보기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알아보기
-국민 주권의 의미 알아보기
-국회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정부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법원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

국어4-1
-회의의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 익히기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회의하기

국어5-1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알기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기

도덕5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대화법 익혀보기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 찾아보기
-공감하며 대화하기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 연계표

▶수업 홛동 계획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법 만드는 아이들」에 나오는 단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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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15 ㄷㅌㄹ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이며 우리 나라를 대표해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

19 ㄱㅇ 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29 ㄱㅁㅊㄹ 대통령을 도와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아하고 대통령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대신하여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

36 ㄱㅁㅎㅇ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38 ㄱㅁㅇ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47 ㅂ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적 약속

50 ㄱㅎㅇㅇ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53 ㅈㅈ 제도나 법률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53 ㄱㅈ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함

59 ㅇㅅㅂ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회의의 시작, 회의의 끝을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64 ㄱㄱ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64 ㅂㄱ 의논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66 ㄱㅍ 확정된 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

79 ㅇㅎ 법률이 헌법의 내용이나 정신을 어기는 일

99 ㅎㄹ 공공의 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122 ㅈㄷ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129 ㄱㅂㅅ 절반이 넘는 수

149 ㅎㄷ 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

 ◆ 새롭게 알게 된 낱말, 기억에 남는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지어 보세요.
   예) - 대통령 : 2022년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①

   ②

   ③

   ④

   ⑤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법 만드는 아이들」에 나오는 단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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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15 ㄷㅌㄹ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이며 우리 나라를 대표해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 대통령

19 ㄱㅇ 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공약

29 ㄱㅁㅊㄹ 대통령을 도와 우리나라의 살림을 맡아하고 대통령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대신하여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 국무총리

36 ㄱㅁㅎㅇ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 국무회의

38 ㄱㅁㅇ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공무원

47 ㅂ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적 약속 법

50 ㄱㅎㅇㅇ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국회의원

53 ㅈㅈ 제도나 법률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제정

53 ㄱㅈ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함 개정

59 ㅇㅅㅂ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회의의 시작, 회의의 끝을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 의사봉

64 ㄱㄱ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가결



쪽수 초성힌트 뜻 정답
64 ㅂㄱ 의논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부결

66 ㄱㅍ 확정된 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 공포

79 ㅇㅎ 법률이 헌법의 내용이나 정신을 어기는 일 위헌

99 ㅎㄹ 공공의 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횡령

122 ㅈㄷ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정당

129 ㄱㅂㅅ 절반이 넘는 수 과반수

149 ㅎㄷ 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 회동

 ◆ 새롭게 알게 된 낱말, 기억에 남는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지어 보세요.
   예) - 대통령 : 2022년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①

   ②

   ③

   ④

   ⑤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우리 주변의 법 찾아보기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         )에 입학시켜야 하고, (         )를 졸
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도로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               )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동물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      )와 (    )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       )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 기본법

제8조(의무교육)①의무교육은 (     )년의 초등교육과 (     )년
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우리 사회가 질서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여러 가
지 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중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대통령 선거 공약/포스터 만들기

 ◆ 내가 활명수 반의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공약을 발표할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나의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1. 나의 공약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대통령 후보 포스터 만들기

기호         번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우리 반을 위한 법을 만들어 봅시다.
 ◆ 활명수 반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명수 반을 위한 법을 제안해 봅시
다.

활명수 법 제안서
저는 우리 반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안하는 
법의 이름

법의 내용

이 법이 필요한 
이유

1.

2.

3.

법을 제안하는 (            )(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활명수반의 행복을 위하여 위의 법을 제안합니다.

202  년    월    일 국회의원        (인)



법 만드는 아이들 – 독서 후 활동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제안된 법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하기

 ◆ 활명수 국회에서 제안한 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
해봅시다.
 

‘수업 중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
장점 단점

▷

▷

▷

▷

▷

▷

▷

▷

나의 의견

나는 ‘수업 중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에 (찬성/반대) 한다.
왜냐하면, 

‘1일 1 체육법’
장점 단점

▷

▷

▷

▷

▷

▷

▷

▷

나의 의견

나는 ‘1일 1체육법’에 (찬성/반대) 한다.
왜냐하면, 



◆ 활명수 국회에서 제안한 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
해봅시다.

‘성적 순 급식 먹기 법’
장점 단점

▷

▷

▷

▷

▷

▷

▷

▷

나의 의견

나는 ‘성적 순 급식먹기 법’에 (찬성/반대) 한다.
왜냐하면, 

‘분실물 보관함 법’
장점 단점

▷

▷

▷

▷

▷

▷

▷

▷

나의 의견

나는 ‘분실물 보관함 법’에 (찬성/반대) 한다.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