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쪽수) 행동(쪽수) 성격(마음)

송진
(해남 소년)

선유
(강화도 소녀)

테무게
(몽골 소년)
배중손 장군

(선유 아버지)

사건
장소

(삼별초 이동 경로)
시간

(연도)

1. 삼별초 봉기 강화도 1270년

2. 고여- 몽골 
연합구의

삼별초 공격

3. 삼별초의 최후

<첩자가 된 아이. 김남중 글> 

1271년 고려 시대 삼별초가 고려 몽골 연합군과 치열한 전
투를 벌인 진도로 아이들을 초대하고 있다. 삼별초 항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해남 소년 송진과 강화도 소
녀 선유, 그리고 몽골 소년 테무게 등 세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예스24 책소개>

1. 인물 

‘첩자가 된 아이’는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당시 해남 소년 송진과 강화도 소녀 선유, 그리고 몽

골 소년 테무게 세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세 인물과 또 

다른 주인공 배중손 장군의 성격(마음)을 알 수 있는 대사와 행동을 찾아봅시다. 

2. 배경

삼별초는 고려 시대의 특수 군대였습니다. 강력한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고려는 끝내 몽골

과 화해를 하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한 삼별초 항

쟁은 여기저기로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삼별초 항쟁의 발자취를 따라 가 봅시다. 



3. 사건

질문 답

1장. 강호도 소녀 선유 (19쪽)
배중손 장군은 왜 개경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나요? 

2장. 해남 소년 송진 (32쪽)
송진이 아버지가 운주사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장. 몽골 소년 테무게 (49쪽)
몽골군은 왜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나요?

4장. 다마스쿠스의 단도 (71쪽)
송진이는 왜 몽골군의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5장. 카라코룸으로 가는 길 (77쪽)
희는 고려 조정(무신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6장. 해상 왕국 진도 (89쪽)
삼별초는 왜 진도를 고려의 새로운 수도로 정했나요?

7장. 그들의 꿈 (119쪽)
선유가 꿈꿨던 것은 무엇인가요?

8장. 비밀 편지 (128쪽)
송진이는 왜 몽골군에게 거짓 정보를 알렸나요?

9장. 진도 전쟁 (163쪽)
몽골군은 전쟁에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였나요?

10장. 이 세상 끝나기 전에 (182쪽)
선유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나요?

4. 소감 나누기

삼별초마저 몽골군에 패하고 수많은 포로들은 몽골로 노예가 되어 잡혀갔거나, 일본 전쟁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작가의 말대로 일부의 욕심쟁이들 때문에 생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선유와 송진이의 바람대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첩

자가 된 아이’의 소감을 나눠 봅시다. 

한줄평)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송진이의 비극이자 나라를 빼앗긴 고려의 비극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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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별초 봉기 강화도 1270년

2. 고여- 몽골 
연합구의

삼별초 공격
진도 1271년

3. 삼별초의 최후 탐라(제주) 1273년

<첩자가 된 아이. 김남중 글> (정답)

1271년 고려 시대 삼별초가 고려 몽골 연합군과 치열한 전
투를 벌인 진도로 아이들을 초대하고 있다. 삼별초 항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해남 소년 송진과 강화도 소
녀 선유, 그리고 몽골 소년 테무게 등 세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예스24 책소개>

1. 인물 

‘첩자가 된 아이’는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당시 해남 소년 송진과 강화도 소녀 선유, 그리고 몽

골 소년 테무게 세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세 인물과 또 

다른 주인공 배중손 장군의 성격(마음)을 알 수 있는 대사와 행동을 찾아봅시다. 

2. 배경

삼별초는 고려 시대의 특수 군대였습니다. 강력한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고려는 끝내 몽골

과 화해를 하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한 삼별초 항

쟁은 여기저기로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삼별초 항쟁의 발자취를 따라 가 봅시다. 



3. 사건

질문 답

1장. 강호도 소녀 선유 (19쪽)
배중손 장군은 왜 개경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2장. 해남 소년 송진 (32쪽)
송진이 아버지가 운주사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처님을 새기면 몽골군이 
물러날 거라 믿었기 때문에

3장. 몽골 소년 테무게 (49쪽)
몽골군은 왜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나요?

백성들이 소가죽처럼 아주 
끈질겼기 때문에

4장. 다마스쿠스의 단도 (71쪽)
송진이는 왜 몽골군의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어머니가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5장. 카라코룸으로 가는 길 (77쪽)
희는 고려 조정(무신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다고 생각함

6장. 해상 왕국 진도 (89쪽)
삼별초는 왜 진도를 고려의 새로운 수도로 정했나요?

물살이 거세서 몽골군이 넘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거라 생각해

7장. 그들의 꿈 (119쪽)
선유가 꿈꿨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8장. 비밀 편지 (128쪽)
송진이는 왜 몽골군에게 거짓 정보를 알렸나요?

몽골군이 전쟁을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9장. 진도 전쟁 (163쪽)
몽골군은 전쟁에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였나요?

고려의 새 황제

10장. 이 세상 끝나기 전에 (182쪽)
선유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나요?

송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를 돕기를 바람

4. 소감 나누기

삼별초마저 몽골군에 패하고 수많은 포로들은 몽골로 노예가 되어 잡혀갔거나, 일본 전쟁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작가의 말대로 일부의 욕심쟁이들 때문에 생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선유와 송진이의 바람대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첩

자가 된 아이’의 소감을 나눠 봅시다. 

한줄평)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송진이의 비극이자 나라를 빼앗긴 고려의 비극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