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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활동지> 학생용 활용 Tip

책을 다 읽고 나면 독후활동지를 진행해 봅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기다려 주세요.

문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부모님, 선생님 보세요’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면 칭찬과 격려로 성취감을 높여 주시고,

아이가 마음껏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헨리의 자유 상자》 
독후활동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순서 제목 활동 내용

1 어느 곳이 다를까요? 책과 만나기

2 어떤 상자일까요? 상상하며 읽기

3 주인공은 나야 나! 인물과 만나기

4 하나둘씩 순서대로  이야기 흐름 파악하기

5 사라진 글자를 찾아라! 어휘력 기르기

6 새 이름을 지어 줘요 내용 바꾸기

7 나만의 명장면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8 헨리와 나의 자유 시간 창의력과 표현력 기르기

《헨리의 자유 상자》를 처음 만난 친구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한 헨리 브라운의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헨리의자유상자_독후활동지_학생용.indd   2 2020. 12. 30.   08:15



3

왼쪽 그림은 이 책의 진짜 표지예요.

오른쪽 그림에서 책 표지와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어느 곳이 다를까요?

      다른 부분 :

책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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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박사는 헨리가 몸을 숨긴 상자에 ‘이 면이 위쪽이니 주의하시오!’라는 

글자를 썼어요. 만약 내가 스미스 박사라면, 헨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내용

을 썼을까요? 아래 빈칸에 써 보고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어떤 상자일까요?

      이유 :

상상하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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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가 상자 속에 거꾸로 갇혀 있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떠올리며 표정을 그려 보세요.

주인공은 나야 나!

헨리는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유롭게 적어 보아요.

인물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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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들을 보고, 이야기 순서에 맞게 번호를 적어 보세요.

하나둘씩 순서대로

이야기 흐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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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책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글자를 적어 보세요.

사라진 글자를 찾아라!

2)1) 3) 4)

    빈칸을 다 채웠나요? 그럼 책 속의 문장을 따라 써 보세요.

어휘력 키우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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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름을 지어 줘요
헨리는 헨리 ‘박스’ 브라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헨리의 가운데 이름을 새로 지어 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 

주고 싶은가요?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헨리 브라운

      이유 :

내용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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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혹은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 친구, 가족,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나만의 명장면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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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와 나의 자유 시간
내가 헨리처럼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유가 없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떠올려 본 내용을 글, 그림 등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자유의 땅으로 나를 보내 주세요!”

헨리는 흑인 노예예요. 생일도 없고,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쁠 때 웃을 수도 슬플 때 울 수도 없지요.

헨리는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몰래 도망칠 계획을 세워요.

자유를 찾아 나선 흑인 노예
헨리 박스 브라운.

좁은 상자에서 숨과 희망을 틀어막고 버틴
27시간의 여정이 펼쳐진다.

어린 노예 헨리는 가족과 떨어져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해요.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던 헨리는 우연히 낸시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간신히 주인의 허락을 얻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헨리의 주인이 낸시와 아이들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아 버리고 말았지요.

가족이 팔려가던 날에도 헨리는 슬퍼할 수 없었어요.

헨리는 흑인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헨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권리'를 찾아 자유의 땅으로 탈출을 결심해요.

창의력과 표현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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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ᅦᆫ리의자유상자_독후활동지_학생용.indd   11 2020. 12. 30.   08:16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
노빈손 www.nobin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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