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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 왜 김치가 좋을까?

  

 핵심 주제 

  • 김치      • 발효      • 음식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3-4학년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4-0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6실02-01]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조건을 알고 자신의 식사를 평가한다.
[6실02-10]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준비･조리하여 평가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경험 나누기
• 음식에 어울리는 김치 찾기
• 김치의 재료 파악하기
• 계절에 어울리는 김치 찾기

• 김치 퀴즈
• 김치 속담 풀이
• 김치 참치 주먹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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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경험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김치를 먹어 본 경험을 떠올려 다음, 내용에 답해 봅시다.

(2)먹어 본 김치의 맛은 
어떠한가요?
 매콤하고 시원하다. 달달한 맛도 
있다.
 

 (1)어떤 종류의 김치를 먹어 
보았나요?
 김치, 백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3)내가 알고 있는 김치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유산균이 많아 몸에 좋다. 삼겹살 등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 개운하다.

 (4)김치 담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면 떠올려 써 보세요.
 겨울에 할머니 댁에서 김장을 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묻혀서 
김치를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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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음식에 어울리는 김치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음식에 어울리는 김치를 찾아 알맞게 이어 봅시다.

꽁보리밥

⚫                          ⚪ 

깍두기

설렁탕

⚫                          ⚪

열무김치

고구마

⚫                         ⚪

부추김치

떡

⚫                         ⚪

배추김치

두부

⚫                         ⚪

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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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김치의 재료 파악하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에서 설명하는 김치의 재료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알맞게 써 봅시다.

<보기>
       파          젓갈           소금          고춧가루 

무와 배추             마늘과 생강

  (1) 무와 배추 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C가 사과의 7배나 

들었다고 합니다.

  (2) 파 은/는 나쁜 세균을 막아 내는 힘을 키워 줍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질어질하고 숨이 찬데, 이것에는 이를 예방하는 비타민과 철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3) 멸치, 새우, 조기에 왕소금을 뿌려 흐물흐물 삭힌 젓갈 에선 구릿한 

냄새가 나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으뜸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듬뿍 들었습니다.

  (4) 김치를 담글 때는 채소에  소금 을/를 뿌립니다. 이것을 먹고 채소가 물을 

살살 내뱉으면 부들부들 먹기 좋고 씹기가 좋습니다. 이것 덕분에 김치가 빨리 

시어지지 않고, 나쁜 세균도 싹 몰아냅니다.

  

  (5) 마늘과 생강 은/는 나쁜 세균을 물리치는 힘을 길러 줍니다. 특히 마늘은 

100가지나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할 정도로 몸에 좋습니다.

  (6) 고춧가루 은/는 맵지만 없던 입맛도 생기게 합니다. 소화를 돕고 살찌는 것은 

막아 줍니다. 또한 음식과 맛과 빛깔이 변하는 것을 막아 주고, 젓갈 비린내도 잡아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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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보고 다음 계절에 어울리는 김치를 찾은 뒤, 오려서 붙여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뒷면 김치 사진

 읽기 중 활동 김치의 재료 파악하기
  학년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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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물 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달래 김치 

배추김치
                

 깻잎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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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김치 퀴즈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김치 관련된 퀴즈를 풀어 봅시다.

  (1) 김치는 빨갛기만 하다. (  ○,  ×  ) 

  (2) 김치에는 소금과 젓갈이 들어간다. (  ○,  ×  ) 
     
  (3) 김치의 맛과 빛깔이 변하는 것을 막아 주고, 젓갈 비린내도 잡아 주는 것은 마늘이다. 
     (  ○,  ×  ) 

  (4) 김치는 시간이 지나도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  (  ○,  ×  ) 

  (5) 김치를 먹으면 예쁜 똥이 잘 나오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  (  ○,  ×  ) 

  (6) 김치가 발효되면 꼬마 병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꼬마 병정들의 이름은 
○○○이다.

      유산균  

  (7) 겨우내 먹으려고 김치를 담그는 걸 ○○이라고 한다.

      김장  

  (8)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채소를 먹는 일은 꿈도 못 꿨는데, 채소를 ○○○에 절이니까 
오래 두고 먹기 좋아서 김치가 생겨났다.

      소금물  

  (9) 김치에 들어가는 채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물김치도 생긴 것은 ○○ 시대다.

      고려  

  (10) 고춧가루를 넣어 지금 우리가 보는 빨간 김치를 만들어 먹게 된 것은 ○○ ○○ 
후기부터다.

      조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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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김치 속담 풀이
  학년  반   번

이름

다음은 김치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고, 속담의 뜻을 
알맞게 이어 보세요.

파김치 가 됐네.

⚫                          ⚪ 

상대편의 속마음도 
모르고 은근히 뭘 바라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 부터 마신다.

⚫                          ⚪
지쳐서 축 늘어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칫국 먹고 

수염  쓰네.

⚫                         ⚪

어른이 되기도 전에 
못된 버릇부터 배우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열무김치  맛도 
안 들어서 군내부터 난다.

⚫                         ⚪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큰일한 척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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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김치 참치 주먹밥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김치를 이용해 간단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김치 참치 주먹밥 
만드는 법

https://youtu.be/TZOYs4Fo7aM



1. 기름을 뺀 참치에 마요네즈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2. 김치를 썰어 설탕과 깨와 참기름을 조금 넣고 
기름에 볶아 준비합니다.

3. 밥을 납작하게 만들어 속에 참치와 김치를 넣고 
납작하게 만든 밥으로 위를 덮어 줍니다.

4. 속 재료가 나오지 않게 밥을 동글동글하게 굴려 
줍니다.

5. 김 가루를 둥근 밥에 골고루 뿌려 묻혀 줍니다. 6. 완성한 주먹밥을 예쁘게 그릇에 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