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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6학년》 한 책 읽기 수업안

‘6학년’이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너를 위해 맞춤형 동화를 처방해 줄게!

글 최영희 안영은 허윤 전수우 김민정 조영서│만화 최보윤 │그림 안경미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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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소개

이 책은 로맨스, 미스터리, 호러, SF, 만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초등학고 졸업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6학년 아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는 중이거나 지나게 될 아이들의 고민과 바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나눌 수 있다. 

2. 수업 대상 : 초등 5, 6학년

3. 수업 방향

① 다채로운 활동보다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할 수 있게 수업을 설계했다. 

② 이 책은 일곱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한 차시마다 한 이야기를 읽고 진행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시를 진행해도 되고, 원하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선택해 진행할 수도 있다. 

4. 8차시 수업 흐름도

차시 읽는 분량 주제 학습 내용

독서 전 1 표지 책 내용 추측하기
-표지 그림의 의미, 제목의 의미 

생각해 보기

독서 중

1 26쪽(급성는개뿔증후군) 6학년, 예비 중학생 -6학년이 된 나를 들여다보기

2
27~50쪽(미스터리 로맨스, 용

의자 X)
사랑, 관계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생각

해 보기

3 51~72쪽(끝났다!) 가정, 방치
-힘든 상황에 처한 건영이의 마음 

들여다보기

4 73~98쪽(금호 방방 대첩) 인물의 행동
-미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

누기

5 99~120쪽(특급 전설 체험) 학교 폭력
-진상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들

여다보기

6 121~144쪽(다시, 파티) 친구 관계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7 143~195쪽(웃는 아이) 왕따, 용기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

관자 입장 생각해 보기

독서 후 8 6학년이 된 나

-6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

각해 보기

-중학생이 될 미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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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1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급성는개뿔증후군(26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6학년, 예비 중학생

생각해 보기

-급성는개뿔증후군은 6학년만 걸리는 병입니다. 왜 6학년에게만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6학년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부담

감과 두려움을 이겨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생각

활동 
책 내용과는 반대로 6학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행운과 혜택을 만들어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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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2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미스터리 로맨스, 용의자 X(27~50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사랑, 관계

생각해 보기

-초림이는 김시진의 문자에 설레고 들뜨지만 방세준의 우스꽝스러운 복수

극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림이는 진짜 첫사랑이 시작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초림이처럼 첫사랑의 설렘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나에게 사랑이란 어떤 

건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상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각

활동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알릴 암호를 만들어 보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 비디오를 본 뒤, 사랑을 주제

로 한 노래 가사 만들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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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3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끝났다!(51~72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가정, 방치

생각해 보기

-건영이의 엄마는 집을 나갔고 어쩌다 한 번 집에 오는 아빠도 건영이를 

제대로 돌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영이 몸에는 징그러운 분화구들이 자

라고 있습니다. 내가 건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적어 보세

요.

-건영이는 우주에서 온 초대장을 받고 원래 태어난 별로 돌아갑니다. 하지

만 지구에서 함께한 엄마와 아빠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내가 

건영이라면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편지를 남겼을까요?

나의 생각

활동 
-건영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나눠 보기

-영화 <우리 집> 보고 ‘진짜 집’은 어떤 곳인지 나누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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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4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금호 방방 대첩(73~98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인물 행동 분석

생각해 보기

-미진이는 은수는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하지만 방방장에서 중학교 선배들

과의 일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지금 서로에 대한 마음 상태가 어떤

지 분석해 봅시다.

-미진이는 은수와의 서먹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선배들에게 복

수를 하려고 합니다. 미진이의 행동을 옳았을까요? 내가 미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생각

활동 -미진이와 은수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고 그림으로 다시 그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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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5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특급 전설 체험(99~120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학교 폭력

생각해 보기

-진상이는 왜 학교에서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얻을

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승빈이를 괴롭히는 일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기찬이나 영

우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상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승빈이에게는 음산초등학교가 어떻게 기억될까

요?

나의 생각

활동 
-특급 전설을 체험한 진상이 가상 인터뷰 진행해 보기

-중학생이 된 진상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함께 나눠 보기



- 8 -

<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6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다시, 파티(121~144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친구 관계

생각해 보기

-연우와 지우는 오랫동안 단짝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엄마가 돌아가

신 뒤 둘은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우는 단짝이었

던 지우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연우는 왜 지우가 불편하고 어려운 걸까요?

-연우는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를 통해 엄마를 잃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

낸 지우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지우 같은 슬픈 일이 생긴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생각

활동 -진정한 친구로 지내기 위한 7가지 법칙을 정해서 적어 보기



- 9 -

<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7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웃는 아이(143~195쪽까지 읽기)

학습 주제 왕따, 용기

생각해 보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왜 ‘웃는 아이’일까요?

-6학년 내내 왕따를 당하게 된 조아라의 감정과 행동을 단계별로 나누어 

적어 봅시다.

-강조은은 왜 조아라를 왕따시켰을까요? 강조은이라는 인물의 뇌구조를 분

석해 봅시다.

-아라는 6학년 내내 왕따 피해자로 지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방관자가 

되었다가 결국 가해자가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왕따를 당하는 아라에게 

손을 내민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아라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아라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나의 생각

활동 

-<웃는 아이>로 등장인물과 배역을 정해 낭독하거나 연극하기.

*등장인물 : 조아라, 담임 선생님, 조은, 다정,친구1, 친구2, 친구3, 아빠, 반

장, 중학교 친구1(가해자), 중학교 친구2(가해자), 중학교 친구3(피해자)



- 10 -

<참고 자료_독서 활동지>

《굿바이 6학년》 독서 활동 8차시

 (    )학년 (    )반 이름(       )

*차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읽은 분량 책 전체

학습 주제 6학년이 된 나

생각해 보기 -6학년이 된 나의 마음 상태를 적어 보세요.

나의 생각

활동 

-6학년 때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 만들기

-미래에 중학생이 된 나에게 편지 쓰기

-반 친구들과 롤링 페이퍼하기

-가장 기억에 남은 단편의 작가에게 편지 써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