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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일 학년, 내 물건 챙기기

진짜 일 학년 책가방을 지켜라!

책 소개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

어야 할 생활습관으로 자기 물건 챙기기를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방준수는 오늘 또 필통을 잃어버렸습

니다. 과연 준수는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고

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

귀는 진짜 일 학년이 되기 위한 준수의 신나는 도전을 만

나 보세요

독후활동 주제망

신순재 글 | 안은진 그림 

천개의바람 | 11,000원 | 44쪽 | 초등 저학년

교안 개발 : 김혜숙

1. 다음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 준수는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 여러분의 책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책가방 속에 든 물건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 주인공 준수처럼 여러분도 학교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떤 물건이었나요?

● 여러분도 준수와 연준이처럼 단짝 친구가 있나요?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 이 책의 제목이 왜 《진짜 일 학년 책가방을 지켜라!》일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2. 다음 〈내 물건 지키기〉와 관련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① 책가방은 꼭 내가 챙긴다. 그래야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② 물건마다 이름표를 꼭꼭 붙여둔다.

③ 학용품은 몸통뿐 아니라 뚜껑까지도 이름표를 붙인다.

④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안절부절 마음을 졸인다.

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한 뒤 주변을 

꼼꼼히 찾아본다.

⑥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면 꾸중을 들을 수 있으니, 

엄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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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1학년인 준수는 벌써 몇 번째 필통과 알림장을 잃어버리고, 신발주머니와 책가방까지 

흘리고 오곤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서 준수는 쌍둥이 누나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눈총을 받

게 됩니다. 그러자 준수는 스스로 자기 물건을 관리할 비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방법이었는

지 아래의 빈칸에 준수의 ‘내 물건 지키기 비법’을 각각 써 보세요.

⇨

필통을 잃어버렸어요!

⇨

알림장을 잃어버렸어요!

⇨

신발주머니를 잃어버렸어요!

⇨

책가방을 잃어버렸어요!

2. 준수의 비법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나만의 비법이 있나요? 어떤 비법

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내 물건 지키기 비법독후활동 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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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준수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생깁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낀 최연준이라는 아이입니다. 

준수는 연준이랑 축구를 하느라 책가방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와 연

준이가 단짝 친구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준수와 연준이가 어떻게 친한 친구가 

되었는지 그림에 알맞은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학교에서 준수가 장수풍뎅이가 든 책가방을 

떨어뜨려 친구들이 징그럽다며 준수를 탓했다. 

그러자 연준이가 징그러운 거 아니라며 

준수를 대신해서 나서 주었다.

2. 준수와 연준이처럼 단짝 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놀이나 운동을 

친구와 함께할 수 있고, 고민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친구와 친해지는 비법을 

알고 있나요?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만의 비법을 

소개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가 생기다독후활동 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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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수는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어요. 하지만 준수는 또다시 같

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실수 앞에서 무너지고 실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가려는 준수에게 칭찬하는 

편지글을 써 보세요. 또 편지지 하단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준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서 편지지를 예쁘게 꾸며 보세요.

✽ A4 용지, 연필과 지우개, 색연필 등이 필요해요.

준수야 

안녕.^^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년  ◯반 ◯◯◯라고 해.

    

그래서 나는 너를 칭찬하고 싶어.

앞으로도 자기 물건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자.

 2017.  ◯월 ◯일  ◯◯가.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준수를 칭찬해요독후활동 주제 3

“책 속에서 준수가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준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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