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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똥 여우

 핵심 주제 

  • 친구    • 배려    • 공감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군

성취 
기준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국02-02]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이야기 상상하기

이야기 똥 여우
• 곰 할아버지 친구 만들기

• 여우가 들려준 이야
기를 읽고
• 4컷 만화 이야기 만
들기

• 숫자 이야기 만들기

검은 독수리와 꼬마 개구리
• 우물 안 개구리
• 퍼즐 맞추기

어느 시궁쥐 이야기 • 뒷이야기 꾸미기
호랑이 대왕과 어린 여우 • 호랑이 대왕 설득하기
직박구리 엄마의 사랑 • 부모님의 사랑
너구리네 부엌에서 벌어진 일 • 외로운 친구에게

  



「이야기 똥 여우」

2

  읽기 전 활동 이야기 상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앞표지 그림과 관계있는 이야기는 무엇일지 상상해 보고, 차례의 제목과 연결해 봅시다.

¦                          l

¦                          l

¦                          l

¦                          l

¦                          l

¦                          l

책 전체를 훑어보고 내가 잘 연결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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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이야기 똥 여우   학년  반   번

친구 고백 릴레이 이름

곰 할아버지와 여우의 대화를 보고, 친구가 있어서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은 부자인 
나를 늘 귀찮게 

했거든. 

♡ 친구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친구 고백 릴레이를 해 봅시다.

<방법>
1. 선생님이 한 명의 친구를 지목하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지목하면서 ‘○○가 친구

여서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 까닭도 자세하게 말합니다.
2. 고백받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3. 2번에서 고백받은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4. 우리 반 친구나 모둠 친구들이 모두 고백을 받으면 릴레이가 끝이 납니다.

어린 곰이 친구여서 좋아요.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이야기 여우가 친구여서 좋아요.

이야기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재미있거든요.  

나
(              )가 친구여서 좋아요.

친구가 생기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덧 닫혔던 가슴이 열려서 

마음이 훈훈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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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이야기 똥 여우   학년  반   번

숫자 이야기 만들기 이름

여우가 들려준 숫자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숫자 0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숫자 8이 놀러 왔
대요.

♡ 여우의 이야기처럼 나만의 숫자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숫자 1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숫자 7이 놀러 왔
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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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검은 독수리와 꼬마 개구리   학년  반   번

우물 안 개구리 이름

우물 안에 사는 대왕 개구리와 꼬마 개구리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대왕 개구리>

안전, 편안

우물에 있어야 한다. 

Ÿ ㅂ 이 없다.

Ÿ ㅂ ㄹ 들이 알아서 모여든다.

Ÿ 언제든지 ㅁ 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Ÿ 돌에서 ㅎ ㅅ 할 수 있다.

<꼬마 개구리>

도전, 자유
우물 밖에 나가야 한다. 

Ÿ 우물 ㅂ 의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Ÿ 만만한 도전을 아니지만 도전하겠다.

두 개구리의 생각 중 내 의견과 비슷한 개구리를 골라 그 까닭을 써 봅시다.

  나는 (                      )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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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검은 독수리와 꼬마 개구리   학년  반   번

퍼즐 맞추기 이름

꼬마 개구리의 신이 난 세상 구경을 생각하며, 퍼즐 맞추기를 해 봅시다.

선을 따라 오린 후, 책 45쪽을 그림을 보며 퍼즐을 맞추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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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어느 시궁쥐 이야기   학년  반   번

뒷이야기 꾸미기 이름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뒷이야기를 꾸며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인물

사건

배경

줄거리

우리 반에서 가장 잘한 친구를 찾아 칭찬해봅시다.

이름

칭찬

막내가 죽자 아내 
시궁쥐는 떠났고, 아들은 
아빠와 함께 남았어요.

남은 아들도 죽자 
시궁쥐는 혼자 남았어요.

이슬이네 할아버지 제삿날 
죽은 시궁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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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호랑이 대왕과 어린 여우   학년  반   번

호랑이 대왕 설득하기 이름

어린 여우처럼 호랑이 대왕을 설득해 봅시다.

이야기의 배경 호랑이 대왕이 다스리는 ㅅ ㅅ  나라

일어난 일

1. 호랑이 대왕이 다른 숲속 나라를 치러 떠나면서 다른 ㄷ ㅇ 을 섬
기지 말라고 말한다.

2. ㄴ ㄷ  무리가 숲속 나라에 쳐들어와서 대왕을 차지하고 숲속 나
라를 다스린다.

3. ㅎ ㄹ ㅇ  대왕이 돌아와서 늑대 무리를 쫓아낸다.

내가 없는 동안 늑대 무리를 
섬기다니, 용서할 수 없노라.

    

  숲속나라 대왕이라면 동물들의 잘못을 (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 
왜냐하면 그것이 호랑이 대왕님의 드높은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는 결단이
기 때문이다.

  이 숲속 나라를 피로 물들인다면 호랑이 대왕님의 대한 (  원망  )만이 
남고, 호랑이 대왕님께도 좋은 일이 아니다.

  늑대 무리에게 (  대항할 힘이 없어서  ) 호랑이 대왕님을 기다렸는데, 
벌을 내린다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대왕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호랑이 대왕을 어떻게 설득할지 써 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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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직박구리 엄마의 사랑   학년  반   번

부모님의 사랑 이름

직박구리 엄마가 사냥개를 공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직박구리 엄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 봅시다.

사냥개가 놀려서

자신을 지키려고

새끼 직박구리를 
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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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너구리네 부엌에서 벌어진 일   학년  반   번

외로운 친구에게 이름

너구리가 부엌 친구들을 부러워한 까닭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해 봅시다.

너구리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서     

  숙제를 안 해도 
되어서

심심산골 오두막집을 혼자 지키는 외로운 너구리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너구리야~ 따뜻하게 
국하고 같이 밥 

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