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나게 근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모자』

| 지우개 지우기 |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책 표지만 보고 다음 낱말 중 이 책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낱말 5개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 5개 모두 정확히 찾으면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을 드

립니다.

자동차 악어 커피 기타 마법

별 자전거 향수 구름 음악

나비 빌딩 정류장 무지개 우비



| 표지 관찰하기 |

책 표지만 관찰하여 열 가지 이상 기록해 봅시다.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

의 내용만 담아 봅시다.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차례 관찰한 내용

1 예) 표지 바탕색이 하늘색 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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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 활동: 소리 내어 읽기 |

모둠별로 한 명씩 책을 읽을 사람을 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조선 후기에 

책을 읽어주던 사람인 ‘전기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 모둠 친구들에

게 그림책을 실감나게 읽어줘 봅시다.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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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어 읽기: 단어 ‘모자’ |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어 책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이번에는 귀로 책을 

듣는데, ‘모자’라는 소리가 나오면 책을 읽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은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 연꽃 발상 활동지로 책 내용 정리하기 |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연꽃 발상 활동지는 가

운데 원에 책 제목을 적고, 그 주변 연꽃잎에 중요한 낱말 네 개를 적으

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낱말 네 개를 작은 연꽃으로 각각 가져가 다시 

연꽃잎에 책과 연결되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읽기 전 읽기 1 읽기 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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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발상 활동지로 책 내용 정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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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내용 정리 + 발표하기 |

각 모둠별로 책 내용을 정리한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책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모둠원의 절반은 다른 모둠으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모둠을 지키고, 이곳을 찾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동할 사람은 책 내용을 정리한 활동지를 스

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세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2

분씩 발표하고, 다른 모둠으로 이동할 겁니다.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 발표 방향

1모둠 ⇦ 4모둠

⇩ ⇧

2모둠 ⇨ 3모둠

※ 발표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도 상관없으나, 일단 출발한 한 방향으로만 진

행해야 합니다. 1모둠의 절반이 2모둠으로 이동하면, 2모둠의 남은 절반의 

사람들이 결과를 1모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2모둠의 설명이 끝나면 1모

둠이 설명합니다. 2모둠을 찾았던 1모둠 사람들은 시간이 종료되면 3모둠으

로 이동합니다.



| 핵심 낱말 빙고 |

책 내용을 정리한 연꽃 발상 활동지에 나온 낱말로 빙고 게임을 해봅시

다. 우리 반 학생들이 연꽃 발상 활동지에 쓴 낱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줄 빙고로 활동을 해볼까요?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 1라운드

○ 2라운드



| 함께 초상화 그리기 활동 |

『엄청나게 근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모자』를 읽고 우리 모둠 사람

의 초상화를 함께 그릴 겁니다. 모둠은 4~6명으로 구성하고, 자신을 제외

한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돌려가며 그립니다. 한 부위(예: 눈)를 그린 다음

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던 초상화를 넘깁니다. 10분간 함께 활동을 해요.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 초상화를 그린 다음 대상자의 장점을 1인당 2개씩 찾아 포스트잇에 써서 초상화 옆에 붙

여 봅시다.



| 문장 순서 맞추기 |

다음은 『엄청나게 근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모자』에 나오는 한 대

목입니다. 모둠별로 다음 다섯 문장을 읽고 그림책에 실린 순서대로 문장 

순서를 맞춰 봅시다. 문장 순서를 맞추기 전에 책을 펴면 안 됩니다.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 나만의 모자 디자인하기 |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모자를 디자인해 봅시다. 그림책을 다시 펼쳐 

디자인에 참고해도 좋습니다. 사인펜, 색연필을 사용해 색칠까지 해 더 생

생한 모자를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요?

읽기 전 읽기1 읽기2 읽은 후1 읽은 후2 읽은 후3 읽은 후4 읽은 후5 읽은 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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