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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학교 회장 선거

  

 핵심 주제 

  • 학교      • 투표      • 선거      • 정치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3-4학년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5-04]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6사05-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선거 포스터 만들기
 
• 제목 디자인하기

• 내가 만들고 싶은 학교
• 선거의 원칙
• 학급 규칙 세우기

• ‘진진가’ 놀이 

 



「괴물 학교 회장 선거」

- 2 -

 읽기 전 활동 선거 포스터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괴물 학교’의 새로운 회장 후보를 상상하여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선거 포스터 만드는 법
 

https://youtu.be/wppjTSXm0FM

1. 포스트잇, 사인펜, 
색연필을 준비해요.

2. 내가 생각한 괴물 
후보의 이름, 특징을 
상상하여 밑그림을 
그려요.

3. 괴물 후보를 멋지게 
색칠해요.

4. 친구들이 만든 괴물 
후보와 비교하고 어떤 
후보가 좋을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괴물 후보
기 호 이 름

학 교

후보의 장점 포스터

  긴 팔로 멀리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
▸

내가 생각한 괴물 후보의 이름, 학교, 장점을 쓰고 

포스트잇에 그린 포스터를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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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제목 디자인하기
  학년  반   번

이름

표지 제목과 같이 내 이름을 디자인해 봅시다.

이름 디자인하는 법
 

https://youtu.be/DMXprgOX36k

1. 연필로 자기 이름을 
써 보세요.

2. 생각나는 사물을 넣어 
자음과 모음을 

디자인해 보세요.

3.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려 주세요.

4. 테두리를 지우개로 
지운 뒤 색칠해 주세요. 

제목 디자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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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내가 만들고 싶은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학교를 상상하여 그림과 글로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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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선거의 원칙
  학년  반   번

이름

선생님이 설명하는 선거의 원칙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봅시다.

그럼! 괴물학교 학생이라면 
몸집이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나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안돼! 누구든 똑같이 

딱  만
찍을 수 있어요.

안 돼! 
누굴 찍든지는 

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어요.

안 돼요, 안 돼!
누구도 투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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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학급 규칙 세우기
  학년  반   번

이름

학급 규칙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반 학급 규칙을 써 봅시다.

학급 회의를 통해 우리 반 학급 규칙을 정해 봅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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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진진가’ 놀이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은 뒤 문제를 만들어 ‘진진가(진짜 진짜 가짜)’ 놀이를 해 봅시다.

순서 문제 진/가 표시

1

2

3

순서 문제 진/가 표시

1

2

3

● ‘진진가’ 놀이 방법
1.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 책 내용을 바탕으로 세 문장을 씁니다. 이때 두 문장은 진짜이고, 한 문장은 가짜여야 해요. 
3. 가짜 문장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서로 맞춰보세요!

 

순서 문제 진/가 표시

1 꼬마 괴물들은 서로 작기가 회장을 하겠다고 다투었어요. 진짜    

2 괴물학교 회장 후보 미끌이는 기호 3번이에요. 가짜

내가 쓴 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하고, 

진짜 두 문장과 가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