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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내도서 > 어린이 > 초등 한국사

      국내도서 > 어린이 > 초등 3~4학년 > 과학/수학/사회 

•주제어  #동학농민운동 #동학 #한국사 #근대사 #평등 #전봉준 #최제우

•교과연계   3-2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3-1 국어 6. 일이 일어난 까닭

             4-1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5-2 국어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박세영 글・그림 | 2021년 5월 17일 

182×244mm | 144쪽 | 13,000원

독후 활동지

처음 배우는처음 배우는

동학 농민 운동동학 농민 운동과 차별 없는 세상 과 차별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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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처음 배우는 동학 농민 운동과 차별 없는 세상》에는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

상을 꿈꾸며 일어선 동학 농민군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역사 방송 크리에이터 남달리와 함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실감 나는 역사 이야기를 만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역

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

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평등’의 가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수많은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준다. 

■ 독서활동 목표

●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을 탐색할 수 있다. 

●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인물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할 수 있다.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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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봅시다. 

   1.  조선 후기에는 컴퓨터, 전화기, 전등처럼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도구들이  

없었어요. 오늘날과 비교해서 조선 후기 사람들은 어떤 불편을 겪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2.  조선 후기 농민들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지 짐작하여 농민들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해 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밤 12시

아침 6시저녁 6시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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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알아봅시다. 

   1. 동학 농민군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동학 농민군’ 이라는 이름을 통해 유추해 봅시다. 

 

   2.  ‘고부에서 타오른 횃불’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처음 배우는 동학 농민 운동과 차별 없는 세상》 16~25쪽)

      1) 동이네 마을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화난 농민들은 조병갑을 쫓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3) 고부 관아를 점령한 농민들은 무엇을 했나요? 

 

 

      4)  내가 동이네 마을 사람이었다면 동학 농민군이 조병갑을 쫓아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책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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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집강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동학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했어요.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집강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2.  동학 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바꾸고자 했던 것들을 ‘폐정 개혁안’이라고 해요. 

폐정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집강소에서 백성과 집강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책을 읽고 나서

백성

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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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에 걸쳐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를 비교해 봅시다. 

   1.  동학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기 전 무장에서, 전주 화약을 맺고 난 뒤  

논산에서 각각 크게 봉기를 일으켰어요. 두 번에 걸쳐 일어난 농민 봉기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아래 표를 채워 봅시다.

   2.  동학 농민군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농기구와 대나무 창을 들고 싸웠어요.  

상대는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 연합이었어요. 동학 농민군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나서

제1차 농민 봉기 제2차 농민 봉기

왜 일어났나요?   

누가 참여했나요?   

누구와 싸웠나요?   

결과가 어땠나요?   



7

■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사를 읽고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추측해 봅시다. 

   1.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민요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사를 읽어 보고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 봅시다. 

     1) 녹두밭, 녹두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파랑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청포 장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을 읽고 나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 뭐 하러 나왔느냐.

봄철인 줄 알고 나왔더니

백설이 휘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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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1.  동학에서는 누구나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보여 줍니다. 동학의 평등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2.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는 1905년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꾸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천도교는 언제 등장했나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3.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고자 했을까요? 내가 조선 후기에 

동학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세상을 꿈꿨을지 상상해 보며 소망 쪽지를  

적어봅시다. 

책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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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 농민군이 내세운 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동학 농민군은 아래 두 사자성어를 동학 농민 운동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두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자의 뜻을 보고 추측해 봅시다. 

(기치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

책을 읽고 나서

 2. 동학 농민군이 농민 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국안민

제폭구민

輔   國   安   民

除   暴   救   民

도울 보,    나라 국,    편안 안,    백성 민

제거할 제, 포악할 폭, 구할 구,    백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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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오늘날 우리는 신분제가 폐지된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  동학 농민군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실천 계획을 세워 봅시다.

책을 읽고 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