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등장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을 간직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바이러스가 영국의 바닷가에 등장하자 전 세계 국가들

은 일제히 긴급 재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바다에 사는 새들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이름이 

‘라루스 바이러스’랍니다. 그런 탓에 라루스 바이러스는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상점과 

학교, 공공시설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은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은 바이러스 전염을 경계하느라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보육원과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와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엄마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진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자 대상 : 초등 3학년 이상  키워드 : 바이러스,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 재난, 비상사태

바이러스를 막아라
노경실 창작동화 | 박현주 그림 | 별숲 펴냄 | 120쪽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관련 교과

국어 3-1(나) 8. 의견이 있어요

        3-2(나)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4-1(가) 1.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요

        4-2(가) 5. 이야기 속 세상

성취 기준

국어 3~4학년

        듣기·말하기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읽기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책소개 |

본 독서 활동지는 차이독서 연구소(https://m.blog.naver.com/atazoo)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차이독서 연구소는 독서프로그램 개발자, 출판기획자가 함께 어린이책을 소개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과학 6-2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구분

 

 

 

독서 전

표지 살피기

활동 내용

어휘 익히기

바이러스 때문에

어휘력 늘리기

교사 질문

《바이러스를 막아라》 표지 그림과 제목을 살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기

《바이러스를 막아라》 이야기 속 어휘 익히기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찾으며 읽기

정확하게 모르는 낱말을 찾아 익히기 

1) 읽어 주기

• 1. 불길한 밤(21쪽)까지 교사가 읽어 준 후

     - 서진이와 찬우네 가족이 여행을 가기 전날, 뉴스에 어떤 일이 나왔나요? 

     -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바이러스에 관해 알고 있는 것(경험)을 말해 보세요.

2) 혼자 읽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찾으며 읽기

• 3. 전쟁이다(49쪽)까지 읽은 후 

     -  서진이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엄마와 아빠는 각각 어디로, 무엇을 하러 떠났나요? 

• 4.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67쪽)까지 읽은 후 

     -  사람들은 왜 아빠가 일하는 보육원에 와서 시위를 했나요?

     -  아빠가 ‘세상과 사람들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엄마는 왜 병원에 찾아온 아빠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했나요?

• 5.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다(89쪽)까지 읽은 후 

     -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나요?

     -  병원에서 돌아온 날 할머니는 왜 “바이러스가 사람들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

지도 갉아먹는구나.” 하고 말했을까요?

• 7. 이제 지구와 인간은 안전할까?(118쪽)까지 읽은 후 

     -  “역시 사람은 제대로 알아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는 아빠의 말은 

어떤 뜻일까요?

     -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아파트 주민들은 왜 집으로 찾아왔나요?

     - 아빠가 ‘인류의 공동 적이 바이러스가 될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종식되기까지 사건 파일 완성하기

바이러스를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 판단하기

바이러스를 이겨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 알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안내문 만들기

바이러스 사건파일

내 입장은 말이야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바이러스를 막아라

독서 중

독서 후

활동 내용

| 독서 지침서 |



표지 살피기

●  표지 그림을 살펴보며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표현해 봅시다. 그림 속 아이들은 무엇

을 하고 있는지 그 느낌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  책 제목을 읽으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써 보세요. 

| 독서 활동지 | 

 

 



어휘 익히기

● 《바이러스를 막아라》에 나오는 어휘입니다. 낱말의 뜻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 보세요. 

<보기 >   감염,    확산,    전염,    확진  

●  《바이러스를 막아라》에 나오는 어휘입니다. 낱말의 뜻을 읽고, 선을 알맞게 이어서 바이러스를 

무찔러 보세요.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떼어 놓음.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사라져 없어짐. 

병을 완전히 낫게 함. 

백신 

격리

 

소멸 

종식 

완치

• 라루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 흩어져 널리 퍼짐. 

• 바닷가 주민들은 호흡기를 통한                           에 조심해야 합니다.  

                                     ↳ 병이 남에게 옮음. 

• 현재 유럽에서                            환자 중 완치된 사례가 있나요?  

                                           ↳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 우리나라, 빠르면 내일                            환자 나올 듯!  

                                    ↳ 확실하게 진단을 함. 또는 그 진단.

 



 

바이러스 때문에

●  《바이러스를 막아라》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며 읽어 보세요 그중 기억에 남는 

말이나 행동을 써 보세요. 

 

 

쌍둥이네 가족 :

아파트 주민들 :

보육원 동네 주민들 :

병원 사람들 :

●  바이러스가 퍼진 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에 떠도는 바이러스에 관한 소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써 보세요. 



 

어휘력 늘리기

●  책을 읽으며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낱말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문장을 보면서 짐작하여 써 보세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 정확한 뜻을 알

아보세요.

●  《바이러스를 막아라》를 읽으며 인상 깊었던 문장을 옮겨 적어 보세요.

  《바이러스를 막아라》 (별숲) 중에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낱말

짐작한 뜻 사전에서 찾은 뜻

 

 



바이러스 사건파일

●   《바이러스를 막아라》 속 사건을 알아봅시다. 동그라미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각각의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루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만약 아이들이 엄마의 상황을 

알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가 돌아온 뒤 아파트 주

민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할머니가 집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갈 때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엄마가 병원에 가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 입장은 말이야

●  다음 인물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인물의 입장을 생각

하며 같은 의견에 O표 하거나 색칠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마트가 텅텅 비었어.

사람들은                                                                    행동했어. 

나는 그 사람들이 (이기적  /  이타적  /  개인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고 

말해 주고 싶어.

사람들은                                                                              행동했어. 

나는 그 입장에 (찬성  /  반대)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동했어. 

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  만큼 공감해.

그래서 나라면                                                                              

사람들은                                                                              행동했어. 

나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  /  새로운 방법을 찾기)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보육원 문을 닫아라!

어디 가셨다가 
2주 뒤에 오세요

작은 가게들이 다 망했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

아서 써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이러스를 막아라

●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에스엔에스 등에는 라루스 바이러스에 관한 거짓 사진과 헛소문이 빠르

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이웃과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럴 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책에서 나온 바이러스 대

비 방법과 여러분이 아는 방법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려서 안내문을 만들어 보세요. 

 

 

라루스 
바이러스

함께 지키는 
예방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