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진향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유우석 장편동화/ 오승민 그림/ 창비

1.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과 소감으로 나눠 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이 있죠? 그중에서 중심 단어를 몇 개 골라 

가운데 칸에 쓰고 연관되는 단어들로 나머지 칸을 채워보세요.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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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김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본 후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조사

해서 써봅시다. 

조선여성 최초로 미국유학, 미국 학사 학위를 받은 김란사(1872~1919)

    김란사는 우리나라 초기 여성교육의 역사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눈길을 끈다. 그는 1872년 평양의 

전주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인천별감으로 있던 하상기의 

후처가 되었다.

이화학당이 여성을 위한 신교육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교사로 있던 룰루 프라이(1868-1921)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기혼이라는 이유로 수 차례 

거절 당했으나 굽히지않고 청해 입학할 수 있었다．뒤로 

가면서 조혼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재학생의 결혼을 

금했지만 이화학당 초기에는 기혼여성도 입학할 수 

있었다. 김란사는 그 중에도 열성적인 학생이었다. 

김란사라는 이름은 이화학당 시절 란사(낸시)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다. 

남편이 고위 세무직 공무원에 오른 후, 김란사는 1년간 

일본 동경의 경응의숙에서 유학할 기회를 갖는다.

그 후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시 소재의 

웨슬리언(Wesleyan) 대학에 입학해 1906년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선 최초의 여자 

유학생이자 여자 미국 학사로 알려졌다. 웨슬리언 대학교는 감리교 재단의 

대학으로서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데, 그 가운데 김란사가 수학한 오하이오 주 

웨슬리언 대학교는 1842년에 건립되고, 교양 교육이 유명한 학교이다. 김란사는 

1911년 이화학당의 대학과 교수이자 기숙사 사감으로 등용되었다. 1916년에는 

미국 감리회 4년 총회에 참석하면서 미주지역 순회 강연을 했는데 그때 모금한 

돈으로 1918년 정동제일교회에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김란사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신여성문화),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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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6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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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성과 힌트를 보고 책에서 나오는 낱말을 맞춰보세요.

ㅅㄹㅂ
(바깥 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공간)

ㅂㅊ
(번화하게 창성함, 
발전하고 성공함)

ㅈㅂ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收支) 

계산을 적어두는 책)

ㅂㅂㅅ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힌트: 9쪽 힌트: 16쪽 힌트: 17쪽 힌트: 23쪽

ㅎㄷ
(혼인에 대하여 

오가는 말)

ㅍㄹ ㄱㅎ ㅎㅇ
(1919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회의)

ㅎㄷ
( 개화기 때에, 

학교를 이르던 말)

ㅅㄹ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힌트: 24쪽 힌트: 97쪽 힌트: 29쪽 힌트: 38쪽

ㅈㄱㅅ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ㅊㅇㅈㅈ
(1894년에 조선의 
동학 농민 운동에 
출병하는 문제로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

ㄷㄹㅅㅁ
(1896년에 독립 
협회의 서재필, 

윤치호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ㄷㅎㅈㄱ
(조선 고종 

34년(1897)에 새로 
정한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힌트: 44쪽 힌트: 46쪽 힌트: 51쪽 힌트: 58쪽

ㅌㄱㅂ
(대한 제국을 

감독하고,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일제가 서울에 둔 
관청)

ㅈㅅㄱㅇㄹ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교육을 강요하기 
위하여 정한 법)

ㅈㅅㅊㄷㅂ
(일제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최고 행정 관청)

ㅅㅅㅊㅂ
(일제가 우리의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신사에 배례하도록 
강요하던 일)

힌트: 65쪽 힌트: 82쪽 힌트: 87쪽 힌트: 91쪽

 

5.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장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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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7.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관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란사’가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읽고 놀라지 않았

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좀 더 찾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찾은 여성독립운동가: 

활동 내용: 

8. 책을 읽고 난 감상문을 써 봅시다. (특히 안타깝게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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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퀴즈 정답

사랑방
(바깥 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공간)

번창
(번화하게 창성함, 
발전하고 성공함)

장부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收支) 

계산을 적어두는 책)

보부상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힌트: 9쪽 힌트: 16쪽 힌트: 17쪽 힌트: 23쪽

혼담
(혼인에 대하여 

오가는 말)

파리 강화 회의
(1919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회의)

학당
( 개화기 때에, 

학교를 이르던 말)

세례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힌트: 24쪽 힌트: 97쪽 힌트: 29쪽 힌트: 38쪽

증기선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청일전쟁
(1894년에 조선의 
동학 농민 운동에 
출병하는 문제로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

독립신문
(1896년에 독립 
협회의 서재필, 

윤치호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대한제국
(조선 고종 

34년(1897)에 새로 
정한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힌트: 44쪽 힌트: 46쪽 힌트: 51쪽 힌트: 58쪽

통감부
(대한 제국을 

감독하고,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일제가 서울에 둔 
관청)

조선교육령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교육을 강요하기 
위하여 정한 법)

조선총독부
(일제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최고 행정 관청)

신사참배
(일제가 우리의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신사에 배례하도록 
강요하던 일)

힌트: 65쪽 힌트: 82쪽 힌트: 87쪽 힌트: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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