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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자 최일구
한봉지 글 | 이승연 그림

출 간 일 2011년 10월 21일

판     형 187mmx230mm

페 이 지 108쪽

가     격 9,500원 

I S B N 978-89-92826-62-4 (73810)

주 제 어 게임, 중독, 성장, 가족, 학교, 사랑, 우정

연 령 층 초등 중학년 이상

선     정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한우리열린교육 추천도서•영풍문고 추천 도서

교과연계 

3학년 국어 1학기 7. 이야기의 세계

4학년 국어 1학기 7. 넓은 세상 많은 이야기

5학년 국어 1학기 1. 문학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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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낱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http://

stdweb2.korean.go.kr)에서 뜻을 알고 싶은 궁금한 낱말의 뜻을 찾아 써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비슷한 말과 반대말도 찾아서 어휘력을 확장해 보세요.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은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해 두었다가 2~4쪽 단위로, 또는 한 챕터(장)

마다 표시한 낱말을 모아서 뜻을 찾고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모르는 낱말이라고 무작정 국어사전을 찾

아 읽기보다는, 찾아보기 전에 스스로 앞뒤 문장과 상황을 보고 뜻을 짐작해 보세요. 

단어 중독자 (8쪽)

뜻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중독된 사람. 

문장만들기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 중독자가 되었다.

비슷한 말 반대말

무절제 절제

단어 패잔병 (18쪽)

뜻 싸움에 진 군대의 병사 가운데 살아남은 병사.

문장만들기 패잔병들이 산으로 도망쳤다.

비슷한 말 반대말

잔병 승전병

단어 지리

뜻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문장만들기 나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비슷한 말 반대말

지형 -

Tip

1차시  낱말 기록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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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나 주제 등을 파악해 봅니다. 어떤 마음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때에

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상황을 짐작합니다. 등장인물의 마음을 잘 살펴 읽으면 이야기의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게임 중독자 최일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을 말해 보세요.

2차시  등장인물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며 읽기

29쪽, 깔창시대와 개구리 잡는 소의 만남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던 개구리 잡는 소와 깔창시대가 실제로 

만나고 보니 각각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었다. 

서로를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96쪽, 훔친 노트 값을 내려고 온 일구를 안 보고 돌아가라 한 

        문방구 아저씨

아저씨는 일구가 다시 노트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구를 용서한 것 같다. 아저씨가 일구의 얼굴을 보면 일구가

문방구 앞을 지날 때마다 불편할 것 같아 일구를 배려해준 것 같다.

▶

88쪽, 일구의 손을 꼭 잡는 선생님

일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 일구의 손을 꼭 잡은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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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자 최일구』를 읽은 후 줄거리를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줄거리를 정리해 보

면 책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차시  독후 감상지 만들기

책제목 출판사

글쓴이/그린이 읽은 날짜

중심인물 쪽수

줄거리

느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