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래를 좋아하여 카페 고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생에 
꼭 고래로 태어나길 바라는 저자가 쓴 고래 동화책. 한반도
에서 사라진 동물, 곤충, 씨앗, 식물 등 안타까운 생명에 
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룬 <우리 땅 우리 생명> 시리
즈의 하나이다. 

<예스24 책소개>

질문 답

1장. 바다의 괴물
질문 1) 조선 사람들은 귀신고래를 OOO라고 불렀습니다. 
질문 2) 귀신고래의 몸길이는 최대 OO미터입니다. 

2장. 만남
질문 3) 판수는 늦둥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질문 4) 암컷 고래의 임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돌아와, 귀신고래야, 신정민 글>

1. (읽기 전) 고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10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서는 고래를 쉽게 볼 수 있
었다고 합니다. 혹시 고래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고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어봅시다
(고래 이름, 고래의 특징 등). 

* 참고) 장생포고래박물관 (http://www.whalecity.kr/)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생포(울산)는 고래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 참고) 귀신고래 
책을 읽고 나면 귀신고래가 실제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귀신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유튜브 등에서 검색하여 살펴봅시다. 

2. (읽기 중) 귀신고래 빙고 게임
다음 질문 정답을 활용하여 5X5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 귀:
* 신:
* 고:
* 래:

3장. 자라남
질문 5) 귀신고래는 주파수 1,500헤르츠 이하 OOOO로 의사소통을 한다. 
질문 6) 고래 껍질을 끓여 기름을 빼낸 뒤 남은 것으로 만든 것은?

4장. 살아남기
질문 7) 귀신고래는 주로 OO쪽으로 훑으면서 먹이를 찾는다. 
질문 8) 귀신고래는 다른 고래들에 비해 숨을 잘 참는다(O X)
5장. 홀로서기
질문 9) 고래들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OOOO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10) 인간에 대한 복수. OOO로 인해 판수는 목숨을 잃게 된다. 
6장. 전쟁, 그 후
질문 11) 다 자란 귀신고래의 천적은 OOO와 인간이다. 
질문 12) 귀신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OO 마리 정도 남아 있다. 
7장. 다시, 만남
질문 13) 한국계 귀신고래는 OOOO 개체군에 속한다. 
질문 14) 전쟁이 끝난 후, 귀신고래보다는 OO고래가 주로 잡혔다. 
8장. 헤어짐
질문 15) 울산 OOO에는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다. 
질문 16) 장군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귀신고래는 누구인가요?

9장. 바다의 주인
질문 17) 귀신고래의 학명(영어 이름)은 무엇인가요?

3. (읽기 후) 귀신고래 사행시
귀신고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귀신고래>로 사행시를 만들어봅시다. 

4. (읽기 후) 우수환경도서
<돌아와, 귀신고래>는 환경부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에서 선정한 2020년 우수환경
도서입니다. 환경교육포털에서 다양한 우수 환경 도서를 찾아봅시다. 귀신고래처럼 멸종 위
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도서 정보도 가득합니다.            → 2020 우수환경도서 바로가기

한줄평) 인간이 미안해.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 귀신고래!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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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

1장. 바다의 괴물
질문 1) 조선 사람들은 귀신고래를 OOO라고 불렀습니다. 
질문 2) 귀신고래의 몸길이는 최대 OO미터입니다. 

돌고래
16미터

2장. 만남
질문 3) 판수는 늦둥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질문 4) 암컷 고래의 임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군
12~13개월

<돌아와, 귀신고래야, 신정민 글> <정답>

1. (읽기 전) 고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10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서는 고래를 쉽게 볼 수 있
었다고 합니다. 혹시 고래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고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어봅시다
(고래 이름, 고래의 특징 등). 

* 참고) 장생포고래박물관 (http://www.whalecity.kr/)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생포(울산)는 고래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 참고) 귀신고래 
책을 읽고 나면 귀신고래가 실제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귀신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유튜브 등에서 검색하여 살펴봅시다. 

2. (읽기 중) 귀신고래 빙고 게임
다음 질문 정답을 활용하여 5X5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 귀:
* 신:
* 고:
* 래:

3장. 자라남
질문 5) 귀신고래는 주파수 1,500헤르츠 이하 OOOO로 의사소통을 한다. 
질문 6) 고래 껍질을 끓여 기름을 빼낸 뒤 남은 것으로 만든 것은?

노랫소리
고래 과자

4장. 살아남기
질문 7) 귀신고래는 주로 OO쪽으로 훑으면서 먹이를 찾는다. 
질문 8) 귀신고래는 다른 고래들에 비해 숨을 잘 참는다(O X)

오른쪽
X

5장. 홀로서기
질문 9) 고래들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OOOO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10) 인간에 대한 복수. OOO로 인해 판수는 목숨을 잃게 된다. 

고래뛰기
향고래

6장. 전쟁, 그 후
질문 11) 다 자란 귀신고래의 천적은 OOO와 인간이다. 
질문 12) 귀신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OO 마리 정도 남아 있다. 

범고래
2만

7장. 다시, 만남
질문 13) 한국계 귀신고래는 OOOO 개체군에 속한다. 
질문 14) 전쟁이 끝난 후, 귀신고래보다는 OO고래가 주로 잡혔다. 

서태평양
밍크고래

8장. 헤어짐
질문 15) 울산 OOO에는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다. 
질문 16) 장군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귀신고래는 누구인가요?

반구대
삐딱이

9장. 바다의 주인
질문 17) 귀신고래의 학명(영어 이름)은 무엇인가요?

Korean Gray 
Whale

3. (읽기 후) 귀신고래 사행시
귀신고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귀신고래>로 사행시를 만들어봅시다. 

4. (읽기 후) 우수환경도서
<돌아와, 귀신고래>는 환경부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에서 선정한 2020년 우수환경
도서입니다. 환경교육포털에서 다양한 우수 환경 도서를 찾아봅시다. 귀신고래처럼 멸종 위
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도서 정보도 가득합니다.            → 2020 우수환경도서 바로가기

한줄평) 인간이 미안해.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 귀신고래!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