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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의 섬

  

 핵심 주제 

  • 멸종 위기 동물      • 동물 보호       • 생태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

성취 
기준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
민의 자세를 기른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책 제목, 내용 상상하기
• 다른 그림 찾기

• 가장 끔직한 악몽
• 마음 헤아리기
• 북퀴즈?!

• 멸종 위기 동물을 기억해!
• 유령의 섬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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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책 제목, 내용 상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 표지를 살펴보고,  안을 채워 제목을 완성하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위에서 생각한 제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고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서 써 
봅시다.

   제목: 

▶ 누구일까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의 섬」 
책 제목의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 봅시다.        

�등장인물, 배경, 사건 등의 이야기 구성 요소를 토대로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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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다른 그림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두 그림을 비교하여 다른 그림을 7군데 찾아 ○표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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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가장 끔찍한 악몽
  학년  반   번

이름

 ‘꿈의 그늘’ 환자들의 무서운 꿈 장면과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고, 가장 끔찍한 악몽을 골
라 그 이유를 써 봅시다.

꿈 장면 꿈의 내용

⚫           ⚪

 주머니쥐는 꿈속에서 사
나운 고함 소리에 고통받
아요.

⚫           ⚪

 에뮤는 시커먼 어둠에게 
밤새 추격당하는 꿈을 꿔
요.

⚫           ⚪
 가시두더지는 거대한 발에 
짓밟히는 꿈을 꿉니다.

⚫           ⚪

 웜뱃의 꿈에는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괴물이 나타
나요.

가장 끔찍한 악몽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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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마음 헤아리기
  학년  반   번

이름

 왈라비 박사에게 아래의 말을 들었을 때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말풍선에 써 봅시다.

  태즈메이니아
  주머니늑대

 

 책의 작가가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의 멸종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넣은 이유를 써 봅시다. 

  왈라비 박사 :

  “당신,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 씨는…… 멸종되었습니다.” 

�개기 일식: 태양-지구-달 계에서 지구가 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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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북퀴즈?!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어느 이름 없는 숲속에 ‘꿈의 그늘’이라는 곳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나요?
 
                                                                                 

(2) 왈라비 박사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가요?

                                

(3) 악몽 사냥 설명서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뱀 꿈을 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특이하고, 희귀한 악몽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다음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5) 왈라비 박사가 태즈메이니아주머니늑대를 데리고 간 ‘유령의 섬’은 어떤 섬인가요?

                                                                              

  왈라비 박사와 믿음직스러운 딩고와 함께 

책 속을 샅샅이 살펴봐요.

   북퀴즈?! 스텝바이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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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멸종 위기 동물을 기억해!
  학년  반   번

이름

 멸종 위기 동물의 생김새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친구들과 기억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1) 팀별로 10장씩 동물 카드(붙임 자료)를 나눠 갖는다.
 2) 2분 동안 아래의 기록지를 활용하여 기억한다. 
    (기록지에 이름, 동물의 특징을 메모하세요.)
 3) 카드의 접는 선을 꾹꾹 놀러 동물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게 접은 후, 섞는다. 
 4) 팀별로 번갈아 가며 카드를 뒤집고, 이름을 말하고, 접힌 부분을 펴서 확인한다.
 5) 맞추면 카드를 가져가고, 틀리면 기록지에 메모하고, 다시 뒤집는다.
 6) 제한 시간 안에 많이 가져가는 팀이 이긴다.

기억력을 높여 주는 기록지     
이름 : (                     )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가장 외우기 힘든 동물의 이름은 먼저 써 두거나, 생김새가 평범한 동물을 대충 

그려 두면 놀이할 때 유리하답니다! 놀이 중에 기록지는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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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 자르는 선, - - - - - 접는 선>

밀리에드워즈시파카여우원숭이 흰배왜가리

테즈메이니아데빌 파인애플해삼

마운틴쇠주머니쥐 시베리아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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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 자르는 선, - - - - - 접는 선>

마르시칸불곰 그레비얼룩말

아나이무디산청개구리 야생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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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유령의 섬에서 온 편지
  학년  반   번

이름

 유령의 섬으로 간 멸종 위기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인간에게

                                           유령의 섬에서 _____________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