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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책 제목 예측하기 |

아래 사진을 보고 이 그림책 제목을 예측해 봅시다. 그림책 제목 중 일부

가 나타나 있습니다. 힌트를 활용해 모둠별로 협의해 그림책 제목을 맞춰 

봅시다.



『행복을 나르는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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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예측하기 |

책 표지만 보고 이 그림책이 어떤 내용일지 다섯 가지 이상 예측해 봅시

다.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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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예측한 내용

1 예) 성인 여자와 남자 어린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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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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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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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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데, ‘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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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할머니

시제이 사람들
데니스

아저씨

눈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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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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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발상 활동지로 책 내용 정리하기 |

        

행복을 나르는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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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 빙고 활동 |

『행복을 나르는 버스』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을 띠 빙고 활동지에 써서 빙

고 활동을 해봅시다. 양쪽 끝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면 해당 부분을 찢

을 수 있습니다. 단, 양쪽 끝이 아니면 이름을 찢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

저 띠 빙고 활동지를 찢으면 빙고를 외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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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시제이 콜비
데니스

아저씨
할머니 트릭시

눈먼

아저씨

기타

치는

아저씨

음악 듣는

형들

※ 규칙 예시: 위 활동지에서 ‘시제이’나 ‘음악 듣는 형들’이 나왔을 때만 해당 부분

을 찢을 수 있습니다.

∥ 띠 빙고 활동지



| 문장 순서 맞추기 |

모둠별로 다음 다섯 문장을 읽고 그림책에 실린 순서대로 문장 순서를 맞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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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장으로 이야기 다시 만들기 |

다음 그림 4장을 이용해 원작과 다른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등장

인물, 사건, 배경의 일부나 전부를 다르게 설정해도 좋습니다. 먼저 모둠

원 모두가 참여해 대강의 줄거리를 정합니다. 그 후 그림을 나눠 가진 후 

그림 아래에 3~4개의 문장을 쓰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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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홍천 내촌초 5학년 학생들의 ‘그림 6장으로 이야기 다시 만들기’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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