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풀꽃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 보렴! 
똥 냄새가 날 것 같은 애기똥풀, 지팡이를 만드는 명아
줏대, 코감기를 낫게 하는 도라지, 벌레를 쫓아내는 신
기한 부추….우리네 산과 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풀
꽃 이야기를 통해 풀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
는지,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느껴 보아요.

<예스24 책소개>

1. 학교‧집 주변에서 풀꽃을 찾아보아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주변에 어떤 풀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선생님도 사
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헷갈리는 풀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풀꽃의 이름을 확
인해볼 수 있을까요? 학생 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1) 네이버 어플 스마트
폰렌즈, 2) 다음 어플 꽃검색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꽃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또한, 3) 모야모 어플에서는 꽃을 찍어 게시판에 올리면 전문가분들이 꽃 이름을 답해줍
니다. 

네이버 스마트폰렌즈 다음 꽃검색 모야모

<풀꽃 사진 또는 그림>

- 장소:
- 이름: 

<풀꽃 사진 또는 그림>

- 장소:
- 이름: 

<풀꽃 사진 또는 그림>

- 장소:
- 이름: 

<학교나 집 주변으로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에서 나온 풀꽃을 찾아 떠나 봅시다.>



                            
한줄평)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름을 불러주면 더욱 예쁘다. 너도 그렇다, 풀꽃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2. 풀꽃 빙고 게임 (다음 질문의 정답을 활용하여 4X4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질문 답
1장. 어휴, 똥 냄새가 날 듯 한 애기똥풀
질문) 애기똥풀 줄기를 자르면 무슨 색깔 즙이 나오나요?
2장. 민구의 OO를 막아준 고마운 쑥
질문) OO에 들어갈 말은?
3장. 혀가 오그라들도록 쓴 익모초 
질문) OO이 났을 때 익모초의 즙을 내어 먹으면 효과가 좋다. 
4장. 명아줏대로 만든 풀지팡이를 왕들이 썼다니 
질문)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옛날 사람들이 부른 이름은?
5장. 도라지와 코OO
질문) OO에 걸렸을 때 도라지를 끓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 
6장. 작지만 용감한 풀, OO
질문) 나물, 국으로도 먹고 겨울에도 죽지 않는 풀은?
7장. 밟을수록 튼튼해지는 OOO
질문) 밟아도 죽지 않고, 제기/꽃씨름도 할 수 있는 풀은?
8장. 동상을 치료해 준 가짓대
질문) 가지는 한해살이 식물인가요? 여러해살이 식물인가요?
9장. 씀바귀가 토끼의 쌀밥이라니?
질문) 손등에 난 OOO에 씀바귀 즙을 바르면 없어진다고 함. 
10장. 벌레를 쫓아내는 신기한 부추 즙
질문)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O과 부추즙을 바르면 나온다고 함. 
11장. 노란 별 같은 돌나물꽃00
질문) 개에 물렸을 때 무엇을 찍어서 바르나요?
12장. OO을 치료해 준 쇠무릎
질문) 쇠무릎은 무엇을 치료할 때 좋나요?
13장. 잠자는 괭이밥
질문) 고양이는 고양이밥(괭이밥)을 먹지 않는다 → (O, X)
14장. 제비꽃, 오랑캐꽃, 앉은뱅이꽃, 병아리꽃
질문) 제비꽃은 1년에 두 번 봄과 OO에 꽃을 핀다. 
15장. 호랑 할매 닮은 엉겅퀴
질문) 엉겅퀴를 삶은 물로 씻으면 OO가 좋아진다. 
16장. 소가 뜯어 먹는 약초, 쇠뜨기
질문) 쇠뜨기를 소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 (O, X)
17장. 이질을 치료한다는 이질풀
질문) 이질풀은 초식 동물이 좋아한다. → (O, X)
18장. 아이들이 따 먹지 못하게 이름 지어진 뱀딸기
질문) 뱀딸기는 O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이다. 



2. 풀꽃 빙고 게임 (다음 질문의 정답을 활용하여 4X4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정답)

질문 정답

1장. 어휴, 똥 냄새가 날 듯 한 애기똥풀
질문) 애기똥풀 줄기를 자르면 무슨 색깔 즙이 나오나요?

노란색

2장. 민구의 OO를 막아준 고마운 쑥
질문) OO에 들어갈 말은?

코피

3장. 혀가 오그라들도록 쓴 익모초 
질문) OO이 났을 때 익모초의 즙을 내어 먹으면 효과가 좋다. 

배탈

4장. 명아줏대로 만든 풀지팡이를 왕들이 썼다니 
질문)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옛날 사람들이 부른 이름은?

청려장

5장. 도라지와 코OO
질문) OO에 걸렸을 때 도라지를 끓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 

감기

6장. 작지만 용감한 풀, OO
질문) 나물, 국으로도 먹고 겨울에도 죽지 않는 풀은?

냉이

7장. 밟을수록 튼튼해지는 OOO
질문) 밟아도 죽지 않고, 제기/꽃씨름도 할 수 있는 풀은?

질경이

8장. 동상을 치료해 준 가짓대
질문) 가지는 한해살이 식물인가요? 여러해살이 식물인가요?

한해살이

9장. 씀바귀가 토끼의 쌀밥이라니?
질문) 손등에 난 OOO에 씀바귀 즙을 바르면 없어진다고 함. 

사마귀

10장. 벌레를 쫓아내는 신기한 부추 즙
질문)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O과 부추즙을 바르면 나온다고 함. 

꿀

11장. 노란 별 같은 돌나물꽃00
질문) 개에 물렸을 때 무엇을 찍어서 바르나요?

돌나물

12장. OO을 치료해 준 쇠무릎
질문) 쇠무릎은 무엇을 치료할 때 좋나요?

뱀독

13장. 잠자는 괭이밥
질문) 고양이는 고양이밥(괭이밥)을 먹지 않는다 → (O, X)

O

14장. 제비꽃, 오랑캐꽃, 앉은뱅이꽃, 병아리꽃
질문) 제비꽃은 1년에 두 번 봄과 OO에 꽃을 핀다. 

가을

15장. 호랑 할매 닮은 엉겅퀴
질문) 엉겅퀴를 삶은 물로 씻으면 OO가 좋아진다. 

종기

16장. 소가 뜯어 먹는 약초, 쇠뜨기
질문) 쇠뜨기를 소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 (O, X)

O

17장. 이질을 치료한다는 이질풀
질문) 이질풀은 초식 동물이 좋아한다. → (O, X)

X

18장. 아이들이 따 먹지 못하게 이름 지어진 뱀딸기
질문) 뱀딸기는 O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이다. 

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