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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단풍잎 편지를 보냈을까? (초등 1단계)
   단비어린이 ∣ 미토 글, 그림

표지 탐색하기
<누가 단풍잎 편지를 보냈을까?>를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래처럼 앞, 뒤 표지가 한눈에 보이게 책을 펼쳐놓고 앞표지와 뒤
표지를 잘 살펴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동물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 동물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 책 뒤표지를 보면 이 책에는 <당근이 커졌어!>와 <누가 단풍잎 
편지를 보냈을까?> 두 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고 싶은 이야기 제목은 어떤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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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다음 [보기]는 <누가 단풍잎 편지를 보냈을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
이 흉내 내는 말을 넣어 먹보가 잠들어 있는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세요.

[보기]

잠자리가 빙빙

 단풍잎이 바스락바스락

당근을 냠냠

 1) 달팽이가 ..................................................................

 2) 무당벌레가 ...................................................................

 3) 창에 걸린 커텐이 ..............................................................

 4) 잠들어 있는 먹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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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생하게 표현해 보세요.

‘특별한 당근’이란 말에 먹보가 벌떡 일어나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
어요. 특별한 당근은 그야말로 특별한 맛이 나는 당근이었거든요. 토끼
들이 좋아하는 온갖 맛이 다 나는 당근이었죠. 달콤하고 고소하고 새콤
한 맛은 기본이고 입안에서 톡톡 튀거나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 기분도 
느낄 수 있었어요.

 ...................................................................................................
............................................................................................................

2) 아침에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아래처럼 표현해 보세요.
삐----------! 쫑알이의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곧이어 쫑알이 
목소리가 별별 마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편지야, 편지! 단풍잎 편지를 받았어! 보름달, 달이 그려진 편지를 받았
다고!”
‘단풍잎편지’라는 말에 멋쟁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쫑알이의 목소리가 
다시 쩌렁쩌렁 울렸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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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을 키워요.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각 그림에 알맞은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 

・         ・

① “야호! 당근을 뽑자!”

  당근 줄기에 끈을 묶고, “영

차! 영차!” 토끼들 모두 끈을 

당겼어요.

  “영차! 영차!”

㉡ 

・     ・

② “두더지야! 두더지가 당근

을 훔쳐 가려고 해!”

  두더지의 코가 흙바닥 위로 

쏙 올라왔어요. 눈이 나쁜 두더

지가 위험한 건 없나 하고 냄

새로 알아보려는 거예요. 

㉢ 

・     ・

③ 먹보가 행복한 얼굴을 보

였어요. 친구들도 모두 접시 

위에 놓인 당근을 조심스레 

집어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 

맛을 느껴 보았어요.

  “음, 정말 특별한 당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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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키워요.
1) 토끼들이 특별한 당근을 얻기 위해 각자 한 일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 쫑알이 •       •
① 꼼꼼하게 벌레를   

 털어 줌.

㉡ 걱정이 •       •
② 하루도 빠짐없이   

 말 걸기.

㉢ 원칙이 •       •
③ 방귀 폭탄으로 당

근을 지킴. 

㉣ 먹보 •       •
④ 솎아 내기를 제때 

해 줌. 

2) 먹보에게 방귀 폭탄을 당한 두더지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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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해요.
가운데 네모 칸 안의 그림자는 단풍잎 편지를 보낸 친구의 그림자입니다. 다
음 8명 중에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찾고,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뜀박이 먹보 꼬질이

쫑알이 걱정이 

원칙이 낭만이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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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순서를 찾아요.
<누가 단풍잎 편지를 보냈을까?>의 전체 줄거리를 떠올리면서 (가)~(라)의 각 
장면을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가) (나)

(다) (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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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쑥쑥
1) 토끼들은 각각 다른 글자가 적힌 단풍잎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다섯 장의 
단풍잎 편지에는 각각 어떤 그림과 말이 적혀 있었나요?

2) 먹보가 단풍잎을 먹으려고 하자 쫑알이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3) 옹달샘에서 포근한 보름달빛을 받으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낭만이의 
지휘봉을 따라 어떤 소리가 날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소리로 채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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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편지를 써요.
여러분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친구에게 단풍잎 편지를 써 보세요.

...........................................에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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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쪽
1) (예) 숲 속, 놀이터 등
2) (예) 놀이, 회의 등
3) 생략. 

2쪽

1) (예) 나뭇잎 위를 느릿느릿
2) (예) 창틀에서 꼬물꼬물
3) (예) 바람에 팔랑팔랑
4) (예) 코를 드르렁드르렁

3쪽 1) (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아이스크림
2) (예) 엄마의 목소리가 쿵쿵쿵쿵 귓속으로 들어옵니다.

4쪽  ㉠ : ②.    ㉡ : ①.    ㉢ :  ③.    

5쪽 1)  ㉠ : ②.    ㉡ : ①.    ㉢ :  ④.    ㉣ : ③.   
2) (예) 얼마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다. 등

6쪽  낭만이 / 토끼 그림자 옆에 깃털이 달린 모자가 있으니까

7쪽 (다) - (가) - (라) - (나)

8쪽
1) 옹, 달, 모자, 샘으로, 오세요
2) 토끼풀 샐러드
3) (예) 귀뚤, 귀뚜르르, 바스락, 딴딴딴 등

9쪽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