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으로 오르는 길

어린이들이 도서를 읽은 후, 

재미있게 책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그림 마리안느 뒤비크 │ 옮김 임나무 │ 76쪽 │ 165㎜×216㎜ │ 양장 │ 13,000원



고래뱃속 독후활동지는
어린이들이 도서를 읽은 후, 재미있게 책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자료는 홈페이지, 활동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철커덩! 독후활동지를 열고 호기심을 가져요. 

다음으로,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요.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집중력과 사고력, 상상력을 쑥쑥 키워 보아요.  

전화  02-3141-9901       팩스  02-3141-9927       홈페이지  www.goraein.com       인스타그램  @goraebaetsok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raein

* 마지막 쪽에 해답이 수록되어 있어요. 

페이지 순서 활동

1쪽  산으로 오르는 길 책의 정보 알기

2쪽 블레로 할머니의 부엌 선으로 연결하기

3쪽 막대기를 만들어요 따라 쓰기

4쪽 삶의 지혜 상상하여 글 쓰기

5쪽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경험 나누기

6쪽 혼자 산에 올라요 문장 완성하기

7쪽 새로운 친구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기

8쪽 설탕 빵에 사는 윌 그림으로 표현하기



산으로 오르는 길
표지 그림과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해 보세요.    

1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알아보아요.  

철커덩!   열어 보아요



자세히   들여다봐요

2

블레로 할머니의 부엌
나이가 많은 블레로 할머니의 부엌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물건의 짝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고, 어떤 물건인지도 말해 보아요.



3

자세히   들여다봐요

막대기를 만들어요 
블레로 할머니는 룰루가 산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막대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완벽한 막대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어 보아요.  

1.

2. 4.

3.



4

자세히   들여다봐요

삶의 지혜
블레로 할머니는 룰루와 산을 걸으며 함께 많은 것을 보고 이야기 나누어요.

<보기>처럼 빈칸에 할머니가 룰루에게 들려줄 지혜의 이야기를 마음껏 적어 보아요. 

보기



5

자세히   들여다봐요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블레로 할머니와 룰루는 산꼭대기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6

자세히   들여다봐요

혼자 산에 올라요
블레로 할머니는 더 이상 산에 오를 힘이 없대요. 

혼자 산에 올라야 하는 룰루는 블레로 할머니에게 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책의 내용을 기억해보며,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아요.  

1. 룰루는 혼자                                 을 따라 걸어요. 

2. 몇 주가 흐르고 룰루는              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3. 산이 간직한 비밀들을 스스로                       해요.

4. 룰루는 산에서 내려오면 서둘러

                                    할머니에게 달려가요.  

5.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들을 선물했지요. 

보기
산

오솔길발견 보물

블레로



7

자세히   들여다봐요

새로운 친구   
어느 날, 산에 오른 룰루는 새 친구를 만나요.

룰루가 새 친구에게 말을 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룰루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되었을지,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감정을 나눠 보아요. 

1. 룰루는 혼자                                 을 따라 걸어요. 

2. 몇 주가 흐르고 룰루는              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3. 산이 간직한 비밀들을 스스로                       해요.

4. 룰루는 산에서 내려오면 서둘러

                                    할머니에게 달려가요.  

5.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들을 선물했지요. 



8

설탕 빵에 사는 윌
윌은 ‘터키콘도르’라는 새에요. 윌의 눈, 머리, 발톱은 어떻게 생겼나요? 

윌의 생김새를 알아보고 멋지게 그림을 완성해 보아요. 

생각을   표현해 봐요

                      터키콘도르는 매과에 

                     속하는 새에요. 

                    머리에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몸 크기는 

                 1.3m 이상이에요.

               중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살아요. 



정답을 확인하고 철커덩!   닫아 보아요

1쪽

3쪽

6쪽

2쪽

4쪽

7쪽

5쪽

8쪽

답안지 

룰루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블레로 할머니가 룰루에게 

다가가듯, 새 친구에게 다가가는 

룰루의 마음을 공감해 보세요. 

룰루처럼 새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친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터키콘도르’라는 새에 대해 알아

보고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정보에 따라 윌의 눈, 머리, 발톱을

그려 보고, 윌에게 멋진 날개도

만들어 주세요. 

표지와 제목을 보고, 

줄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또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차례로 읽어보면서

책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세요. 

나의 키보다 높은 곳

(아빠의 어깨, 높은 건물, 산꼭대기)에 

오른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 보세요.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 

높은 곳과 낮을 곳을 오르내리면서 

가졌던 생각, 느낌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1. 오솔길

2. 산

3. 발견

4. 블레로

5. 보물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란다.”,

“올라가는 게 힘든 만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야.” 등 

각 장면을 보고 블레로 할머니가 

룰루에게 들려줄 지혜의 한 마디를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물건의 짝을 모두 찾았나요? 

그럼 ‘예쁜 무늬가 그려진 도자기 조각, 

반질반질 부드러운 조약돌,

해변의 모래, 버려진 방울새 둥지’ 등 

할머니의 물건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1. 부러지면 안 되니까 

    단단한 나무일 것

2. 잡기 편하고 부드러울 것

3. 앙증맞은 곁가지는 멋 내기용!

4. 키에 맞는 길이



블레로 할머니와 룰루가 들려주는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블레로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산을 오릅니다. 할머니는 산길을 걸으며 버섯을 따고, 

친구를 돕고, 작은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블레로 할머니는 산으로 가는 길에 

어린 고양이 룰루를 만납니다. 룰루는 자신이 너무 작아서 산을 오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블레로 할머니는 룰루가 산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산을 오르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룰루는 할머니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여태껏 보지 못했던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블레로 할머니와 어린 고양이 룰루가 함께 산을 오르며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안느 뒤비크는 특유의 온화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을 담백하게 그려 냅니다. 이 책을 통해 세대 간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