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다리 독서 지도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박채란 글｜장경혜 그림

교과연계

4학년 1학기 국어 1. 이야기 속으로 

4학년        도덕 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

6학년 1학기 과학 2. 생물과 환경

1. 어떤 이야기일까요?
초등학생 웅이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웅이는 병원 근처에서 차에 치이는 고라니를 

보면서 갑자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상한 공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은 길 위에서 인간 

때문에 죽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말해 줍니다. 고라니, 맹꽁이, 오소리, 다람쥐 등이 앞에서 말하

듯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웅이는 이곳이 바로 인간이 길을 만들기 전의 밤나무 근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 위

에서 죽은 동물들은 시간이 멈춘 곳을 벗어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요?



2. 함께 읽어 보아요
① 맹꽁이들과 비둘기, 호랑나비, 오소리, 다람쥐, 뱀은 왜 죽게 되었나요? 동물들이 각각 왜 죽게 되었는

지 이유를 써 보세요.

② 다람쥐는 어떻게 굴착기라는 말을 알고 있었나요?

③ 웅이와 동물들이 있었던, 시간이 멈춘 공간은 원래 어디인가요?

④ 웅이가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 고라니가 차에 치이는 상황이 왜 반복되었을까요?

맹꽁이 : 

비둘기 : 

호랑나비 : 

오소리 : 

다람쥐 :

뱀 : 



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그려 보세요.



3. 함께 생각을 나누어요.
① 내가 웅이라면 동물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동물들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에게

② 로드킬을 본 적이 있나요? 로드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③ 로드킬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④ 인간과 동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친구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세요.

①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② 『우리가 모르는 사이』를 읽고 느낀 점을 생각해 보고,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5. 독서 골든벨

1) 웅이가 학교에 가다가 무엇을 챙기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나요?

①가방 ②얼린 물병 ③수건 ④실내화

2) 맹꽁이들이 인생의 반쪽을 만나기에 좋은 계절은 언제인가요?

3) 비둘기가 원래 살던 곳은 어디인가요?

①공원 ②사람의 집 ③동물원 ④산 속



4) 호랑나비가 잘 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나비가 알에서 태어나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①3일 ②3주 ③2달 ④1년

6) 오소리의 새끼들은 모두 몇 마리였나요?

7) 오소리가 어느 시간 속에 갇혀서 오래도록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다람쥐는 왜 밤나무를 찾아갔나요?

9) 뱀이 검은 길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먹을 것이 없어서 ②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③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④ 밤나무에 가기 위해 

10) 웅이는 왜 도로에 목발을 던졌나요? 

6.  동물들은 로드킬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동물들

의 수명을 얼마일까요?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실제로 조사해서 표를 완성해 보세요.

동물 이름

고라니

맹꽁이

비둘기

호랑나비

오소리

다람쥐

뱀

생각한 수명 실제 수명



7.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콩감나무는 알고 있어  이상배 글｜강화경 그림 ｜키다리

바쁜 부모님 곁을 잠시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게 된 열 살 남자아

이 지호. 난생처음 겪는 시골생활이 만만치 않지만 소박하고도 따뜻한 

일상을 넘나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시골생활을 통해 조금씩 변화

하는 지호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은 더없이 대견하고, 연약한 새 ‘열쭝

이’를 돕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는 용기와 희망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은빛 웅어, 날다  김경옥 글｜ 박지훈 그림 ｜키다리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웅어’에 얽힌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창작된 작품입니다. 웅어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서 살다가 봄이 

되면 민물로 올라와 갈대밭에 알을 낳는 물고기입니다. 웅어를 매개로 

벌어지는 꼽추 소년 행남이와 양반집 옥련 아씨의 사랑을 그려내면서 동

시에 모든 생명이 공존 · 공생하는 환경과 생명의 뜻 깊은 가치를 되돌

아보게 합니다.

생태 통로  김황 글｜ 안은진 그림 ｜논장

동물을 위해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길인 '생태 통로'를 알리고 그 문제의

식을 같이 공유하려는 책입니다. 처참한 로드킬의 현실을 고발하는 지금

까지의 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타까움을 넘어 자연에서 인간의 역

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끝없는 개발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김재홍 글 그림 ｜스푼북

 작가 김재홍이 길에서 안타깝게 사라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

에 대한 사랑과 환경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그림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