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쿠키
우성희 글│이창섭 그림│푸른날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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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독서 전 활동 1

1-1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기

1-2 주제어 나누기

1-3 표지그림 따라 그리기

독서 중 활동 2

2-1 빵 이름 짓기 릴레이

2-2 단어 뜻 연결해 보기

2-3 내용 이해 문제

2-4 비경쟁 토론(토의)

2-5 내가 작가라면

독서 후 활동

3

3-1 내용 이해 > 주제 이해 > 적용

3-2 미니 토론하기

3-3 삽화로 이야기 만들어 보기

4

4-1 역할극 해 보기(모둠별 활동)

4-2 고백빵, 맞춤빵 그려서 이름 짓기

4-3 나라면

4-4 ‘나만의 공간’ 이야기

5

5-1 예나가 운영할 미래의 <하트쿠키> 광고 포스터 만들기

5-2 ‘나만을 위한 빵’ 만들기

5-3
<하트쿠키>를 읽고, 느낀 점 쓰기

(내 경험과 관련지어)

5-4 <하트쿠키> 뒷이야기 상상하기

5-5 작가의 말 써 보기

5-6 작가에게 편지 쓰기

5-7 한 줄 서평

차시별 수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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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책 냄새를 맡아 보고, 무슨 내용일까 상상해 말해 보세요. (짝꿍 이야기 들려주기)

                                                                                    

                                                                                    

                                                                                    

                                                                                    

                                                                                    

                                                                                    

                                                                                    

                                                                                    

                                                                                    

                                                                                    

                                                                                    

                                                                                    

                                                                                    

                                                                                    

                                                                                    

(1차시)
                                                                                            

독서 전 활동┃1-1┃어떤 내용일지 상상하기(듣고 말하는 힘 키우기, 짝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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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가 만들고 싶은 빵의 레시피(모양, 맛, 재료, 주고 싶은 사람)를 그린 후 이야기해 보세요.

                                                                                    

                                                                                    

                                                                                    

                                                                                    

                                                                                    

                                                                                    

                                                                                    

                                                                                    

                                                                                    

                                                                                    

                                                                                    

                                                                                    

                                                                                    

                                                                                    

                                                                                    

                                                                                    

(1차시)
                                                                                            

독서 전 활동┃1-2┃주제어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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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표지그림을 따라 그려 보세요.

(1차시)
                                                                                            

독서 전 활동┃1-3┃표지그림 따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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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책에 나오는 빵 이름을 참고해서 좋아하는 빵과 먹고 싶은 빵, 상상의 빵 등 여러 가지 빵 

이름을 지어서 릴레이로 말해 보세요.

*주인공 예나가 지은 빵 이름들: 두근두근 빵, 달달콤콤 빵, 퐁퐁 로즈마리 빵, 몽실 뜰라 

빵, 숲속 다람쥐랑 쿠키, 톡톡 쫄깃 바삭 왕 빵, 카카오 크림 퐁당 빵, 떼굴떼굴 토리토리 

빵, 돌아온 백설이 빵...

                                                                                    

                                                                                    

                                                                                    

                                                                                    

                                                                                    

                                                                                    

                                                                                    

                                                                                    

                                                                                    

                                                                                    

                                                                                    

                                                                                    

(2차시)

*읽는 방법: 낭독, 윤독, 합독, 소리 높낮이와 속도에 변화를 주며 읽기, 묵독, 읽는 중간에  
멈추게 하고 뒷이야기 상상하게 하기 등
                                                                                            

독서 중 활동┃2-1┃빵 이름 순발력 있게 짓기 릴레이(시간제한)
                                                                                            



- 6 -

Q1.
단어 뜻 연결해 보기 

*이외에도 복화술, 최적 함량, 엄포, 프랜차이즈 등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겸연쩍은 듯 ● ●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

러 방법이나 과정

매진 ● ●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

다

레시피 ● ●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

타이밍 ● ●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

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

은 긴 널빤지

선반 ● ●
주변의 상황을 보아 좋은 시

기를 결정함. 또는 그 시기

(2차시)
                                                                                            

독서 중 활동┃2-2┃단어 뜻 연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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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용 이해 문제 내기

1. 예나가 미오에게 고백하려고 만든 하트 달린 분홍빛 빵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24쪽: 두근두근 빵

2. 빵친들, 나빵 오예나, 쩡빵 김윤정, 찐빵 이성진이 각각 잘하는 것과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예나: 35쪽 빵 이름 짓기를 잘한다. 94쪽 나중에 하트쿠키 두 번째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 

윤정: 12쪽, 57쪽 음악을 좋아하고, 소리에 민감하고, 녹음한 소리를 주는 걸 좋아한다. 94쪽 나

중에 예나에게 자연의 소리를 섞은 음악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한다. 

성진: 65쪽 판매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94쪽 나중에 판매왕이 되어 예나가 만든 빵을 다 

팔아 주고 싶어 한다.

3. 예나가 윤정이와 다툰 후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며 지내다 지쳐서 생각해 낸 화해 방법은 무

엇인가요? 

 <정답> 36쪽 엄마의 메모; 반죽에게 한 대로 반죽이 반응하므로! 서두르지 않는다. 진심은 통

한다. 

4. 36쪽 메모장에 써 있는 말에 맞춰 예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정답> 예나가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를 중얼거리며 먼저 미소지으며 윤정이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달달콤콤 빵을 내밀었다. 윤정이가 받지 않고 나가 버리자 ‘서두르지 않는

다.’를 떠올리며 다시 ‘부드럽게’를 마음속으로 말하며 기다리다 윤정이가 돌아와 앉았을 때 다

가가 윤정이 손에 빵을 살살 쥐어 주었다. 그래도 윤정이가 빵 봉지를 떨어뜨리자 ‘진심은 통한

다.’를 생각하며 새로 빵을 꺼내 윤정이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윤정이 눈을 바라

보며 부드럽게 사과를 했다.

5. 예나 엄마의 메모를 참고로 하여 나의 어록을 만들어 보세요.

                                                                                    

                                                                                    

(2차시)
                                                                                            

독서 중 활동┃2-3┃내용 이해 문제(회전목마 토론방식, 가장 잘 맞힌 모둠 상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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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1.                                                        

 <정답>                                             

2. 

 <정답>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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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2차시)
                                                                                            

독서 중 활동┃2-4┃비경쟁 토론(토의)
                                                                                            

84쪽 미오는 아빠가 개인 빵집 해 봐야 골목까지 들어선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안 되고, 

프랜차이즈 빵집 해 봐야 본사 좋은 일만 시키는데 뭐하러 빵 만들려고 하냐며 반대하는데

도 몰래 프라이팬에도 빵을 구워 보고, 전자레인지에도 구워 보며 빵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미오의 행동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의 꿈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할지 말해 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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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작가가 되어 문장의 빈 칸을 채워 보세요.

 
1. 24쪽 아래에서 5줄:

  막상 고백을 하려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 막상 고백을 하려니 가슴이 (                                            ) 뛰었다.

 
2. 38쪽 5줄:

  윤정이는 겸연쩍은 듯 (코끝을 찡긋해) 보였다.

 → 윤정이는 겸연쩍은 듯 (                                            ) 보였다.

 
3. 42쪽 아래에서 첫~2줄:

  차돌처럼 단단한 줄 알았던 엄마는 (두부처럼 물러져) 있었던 거다.

 → 차돌처럼 단단한 줄 알았던 엄마는 (                                       ) 있었던 거다.

(2차시)
                                                                                            

독서 중 활동┃2-5┃내가 작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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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멋쟁이 할아버지가 예나네 하트쿠키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48쪽 ‘하트쿠키’ 빵은 느끼하지도 않고, 늘 소화도 잘 되므로.

Q2 멋쟁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예나 엄마의 빵 레시피를 통해 알아보세요.

<정답> 47쪽 그림, 50쪽 그림, 77쪽 그림에 나오는 레시피 참고로

제빵 개량제 같은 화학 첨가물을 안 쓰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

하고, 장시간 저온 숙성시켜 발효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Q3 예나 엄마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말해 보세요.(직업에 임하는 자세)

(3차시)
                                                                                            

독서 후 활동┃3-1┃내용 이해 > 주제 이해 >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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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독서 후 활동┃3-2┃미니 토론하기(토의)
                                                                                            

논제  미오네 ‘아뜨수와’가 같은 업종인 예나네 ‘하트쿠키’ 맞은편에 문을 연 것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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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독서 후 활동┃3-3┃삽화로 이야기 만들어보기
                                                                                            

Q 책에서 삽화 5컷을 뽑아 이야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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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모둠별로 동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세요.

 [11~13쪽]

 빵친들의 빵 놀이 장면을 보고, 새로운 빵 놀이를 생각하여 극본을 쓴 다음 역할극을 해 보세요.

(4차시)
                                                                                            

독서 후 활동┃4-1┃역할극 해 보기
                                                                                            



- 15 -

(4차시)
                                                                                            

독서 후 활동┃4-2┃고백빵, 맞춤빵 그려서 이름 짓기
                                                                                            

Q1
24쪽: 예나가 미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준 ‘두근두근 빵’을 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빵을 그려서 이름을 짓고,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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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독서 후 활동┃4-2┃고백빵, 맞춤빵 그려서 이름 짓기
                                                                                            

Q2
78쪽: 멋쟁이 할아버지가 간절히 먹고 싶어 하는 맞춤빵, ‘옥수수 칡잎 빵’을 보고, 누군가에

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빵을 그려서 이름을 짓고,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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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친들이 예나 아빠를 돕는 걸 보고,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도왔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4차시)
                                                                                            

독서 후 활동┃4-3┃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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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9쪽: 오예나 연구실을 보고, 내가 갖고 싶은 ‘나만의 공간’을 그려서 소개해 보세요.

(4차시)
                                                                                            

독서 후 활동┃4-4┃‘나만의 공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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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나가 운영할 미래의 <하트쿠키>를 상상해서 그려 보고, <하트쿠키>를 광고하는 포스

터를 만들어 발표해 보세요.

(5차시)
                                                                                            

독서 후 활동┃5-1┃예나가 운영할 미래의 <하트쿠키> 광고 포스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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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6쪽: 엄마만을 위한 맞춤빵인 생명을 살리는 빵, ‘오뚜기 모양 반죽에 작고 매운 고추 조

각을 넣고...’를 참고로 나에게 줄 ‘나만을 위한 빵’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을 위한 빵’ 그려서 발표해 보기

(5차시)
                                                                                            

독서 후 활동┃5-2┃‘나만을 위한 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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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트쿠키>를 읽고 느낀 점을 써 보세요.

                                                                                    

                                                                                    

                                                                                    

                                                                                    

                                                                                    

                                                                                    

                                                                                    

                                                                                    

                                                                                    

                                                                                    

                                                                                    

                                                                                    

                                                                                    

(5차시)
                                                                                            

독서 후 활동┃5-3┃<하트쿠키>를 읽고, 느낀 점 쓰기(내 경험과 관련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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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트쿠키>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5차시)
                                                                                            

독서 후 활동┃5-4┃<하트쿠키> 뒷이야기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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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트쿠키>의 작가가 되어 작가의 말을 써 보세요.

                                                                                    

                                                                                    

                                                                                    

                                                                                    

                                                                                    

                                                                                    

                                                                                    

                                                                                    

                                                                                    

(5차시)
                                                                                            

독서 후 활동┃5-5┃작가의 말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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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담긴 편지를 써 보세요.

                                                                                    

                                                                                    

                                                                                    

                                                                                    

                                                                                    

                                                                                    

                                                                                    

                                                                                    

                                                                                    

                                                                                    

                                                                                    

                                                                                    

                                                                                    

(5차시)
                                                                                            

독서 후 활동┃5-6┃작가에게 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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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트쿠키>를 한 줄로 소개해 보세요.

<하트쿠키>는 

(                                                                          ) 책이다.

(5차시)
                                                                                            

독서 후 활동┃5-7┃한 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