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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 놀이 • 가족 • 이웃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2즐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내용 상상하기

화장실에 거미가 나타났다!

•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 마음 짐작하기

• 편지 쓰기 

• 나만의 가을 대회

 계획하기

• 친구 고민 듣고 

 칭찬으로 답변하기

장래 희망 고민 중개사

• 신기한 직업 소개하기

•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흉내 내기

풍선껌 불기 대회 • 주요 내용 확인하기

외계어 받아쓰기 • 알맞은 받침 찾기

외계어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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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내용 상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속표지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서 말풍선을 채워 봅시다.

연우와 친구들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고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등장인물 표정과 행동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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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거미가 나타났다!’의 앞부분(~18쪽)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써 봅시다.

연우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참았어요.
연우가 화장실에서 왕거미를 발견했어요.

하굣길에 오세웅이 놀래키는 바람에

연우는 그만 오줌을 쌌어요.

공기놀이에서 진 황시연은 짜증을 내며

거미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거미가 나타났다!’의 뒷이야기를 순서대로 상상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è è

 읽기 중 활동 

1. 화장실에 거미가 나타났다!   학년  반   번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이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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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 화장실에 거미가 나타났다!   학년  반   번

마음 짐작하기 이름

연우의 마음이 나타난 문장을 찾아 밑줄을 치고, 어떤 마음일지 써 봅시다.

① ② ③

바지가 흙탕물에 다 젖는 

바람에 바로 코앞에 있는 

오세웅도 연우가 오줌 싼 

걸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연우는 그제야 휴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둘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연우는 비록 옷이 

흠뻑 젖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나 있잖아, 사실은…….”

“그랬다간 연우 

또 오줌…….”

“야!”

연우가 다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홍시연이 아차, 

하는 표정으로 자기 입을 

막았어요.

연우의 마음: (         ) 연우의 마음: (         ) 연우의 마음: (         )

화장실에 가지 못한 연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야기 속 인물을 한 명 고른 다음,

  하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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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장래 희망 고민 중개사   학년  반   번

신기한 직업 소개하기 이름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낱말’이 정확하게 쓰이지 않은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저는 경차리 될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니미 하얀 도화지를

나눠 주었어요.

“제 장래 희망은 

축꾸 선수입니다.”

(       ) → (       ) (       ) → (       ) (       ) → (       )

‘장래 희망 고민 중개사’에 등장하는 장래 희망과 함께 여러 가지 직업을 쓰고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친구들이 잘 모르는 신기한 직업을 상상한 뒤, 그 직업을 소개하는 명함을 만들어 

  봅시다.

  
 
직업

하는 일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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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풍선껌 불기 대회   학년  반   번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흉내 내기 이름

대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마음, 감정을 자유롭게 떠올리며 생각그물을 

  그려 봅시다.

대회

풍선껌 부는 행동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친구들과 함께 풍선 놀이를 해 봅시다.

풍선 놀이 방법

1. 친구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습니다.

2. 한 사람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 술래가 됩니다.

3. 술래는 박수 치듯 손을 모으고 손등이 아래로 가게 둡니다.

4. 술래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다가가 손을 친구들 얼굴 앞으로 가져갑니다.

5. 자기 차례가 된 친구는 술래의 손이 풍선이라 생각하고 풍선을 한 번 붑니다.

6. 친구들이 돌아가며 풍선을 불수록 술래는 손바닥 사이를 점점 크게 벌립니다.

7. 풍선이 너무 커졌을 때 술래는 손뼉을 치며 뻥! 하고 소리칩니다.

  (풍선이 언제 터질지는 술래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8. 풍선을 터뜨린 친구가 다음 술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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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풍선껌 불기 대회   학년  반   번

주요 내용 확인하기 이름

‘풍선껌 불기 대회’의 주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한 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 

봅시다.

⚫ ⚪

풍선껌을 못 불어도 

재미있어 하는 홍시연을 

보며 연우도 (         )을 

해 볼 마음이 들었어요.

⚫ ⚪
반 친구들이 다함께

(        ) 불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 ⚪

팔씨름 대회 소식을 들은 

연우는 자기 때문에 대회에 

(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 ⚪
연우는 팔씨름 연습을 하고 

싶지 않다며 (      )을 

터뜨렸어요.

연우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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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 외계어 받아쓰기   학년  반   번

알맞은 받침 찾기 이름

76~77쪽의 칠판 그림을 보며 알맞은 받침을 써서 외계어를 통역해 봅시다.

가을 하늘이 높아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아요.

65~89쪽에서 아래의 문장이 나오는 쪽수를 쓰고 문장 보물찾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알맞은 받침을 사용하여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봅시다.

문장 쪽수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지를 돌려주셨어요.

동그라미 (       ) 개, 별 두 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별표예요.
   쪽

며칠 동안 엄마하고 받침이 있는 낱말을 연습했어요. ‘양념 (       )’이 고비였어요.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지만 아빠가 사 온 양념 (       )을 먹으면서 계속 연습했지요.
   쪽

붙였다 (        ) 할 수 있는 메모지에 ㄱ, ㄴ, ㄷ, ㄹ 같은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었어요.
   쪽

“통역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          ) 거예요. 통역을 하면 서로 통해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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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받아쓰기에 대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 또는 노래를 써 봅시다.

   제목:   

 

 

  

내가 쓴 시에서 받침을 네 군데 없애고 외계어 편지를 만들어 봅시다.

   제목:   

 

 

  

친구와 외계어 편지를 바꾸어 읽고, 친구의 편지에 알맞은 받침을 넣어 읽어 봅시다.

외계어 낱말 → 내가 통역한 낱말

→

→

외계어 낱말 → 내가 통역한 낱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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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나만의 가을 대회 계획하기
  학년  반   번

이름

‘풍선껌 불기 대회’처럼 우리 주변의 장소와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 

봅시다.

대회 이름

준비물

대회 방법

(승자를 

가리는 법, 

대회 순서 등)

 

나만의 

꿀팁

우리 반의 

강력한

우승 후보

친구들이 발표한 대회 설명을 잘 듣고, 대회를 골라 참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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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는 무엇일지 내 생각을 적어 봅시다.

오세웅이 아직 좀비 경찰이 아닌 것처럼, 연우도 아직은 고민 중개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연우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가만히 들어 주기만 하지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자꾸만 고민 중개사를 찾아오네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누가 또 연우를 찾아요.

“방연우!”

1. ㉠의 이유

연우를 도와 고민 중개사가 되어봅시다. 45~46쪽 연우네 반 친구들의 고민을 읽고 

  칭찬하는 말과 함께 답장해 봅시다.

친구 칭찬할 점 칭찬할 점과 함께 답장하기

이동규

매일 까먹지 않고 

우유를 두 컵씩 

마시는 노력

동규는 매일매일 우유를 마실 만큼 노력하는 점이

정말 대단해. 매일 연습해서 슛을 잘 찬다면

꼭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조민경

홍시연

 읽기 후 활동 친구 고민 듣고 칭찬으로 답변하기
  학년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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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우리 반 고민 중개사에게 보낼 나의 고민을 써 봅시다. 

  다 적었다면 이 종이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시원하게 날려 봅시다.

(1) 어떤 고민이 있나요?

(2) 그 고민은 왜 

생겼나요?

(3) 고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나요?

우리 반 친구들의 고민 종이비행기를 하나 주워서 읽고, 위 고민에 대해 칭찬할 점을 

찾아 아래에 써 봅시다.

이름 칭찬할 점 칭찬할 점 찾아 답장하기

이름 칭찬할 점 칭찬할 점 찾아 답장하기

이름 칭찬할 점 칭찬할 점 찾아 답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