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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녀석 왕집게

 핵심 주제 

  • 자연   • 진실   • 생명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군

성취 

기준 

[6국01-03]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4-02] 국어의 낱말 확정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6도04-01]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6도04-02]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제목과 표지로 내용 

예상하기

1. 공포의 땅벌 • 찬반 의견 나누기

• 이야기 정리해서 들려 

주기

• 작품과 자신의 삶 

관련지어 보기

2. 그 녀석 왕 집게

• 복합어 만들기

•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 알기

3. 불개미 엉덩장군 • 성찰 편지 쓰기

 4. 작은 탱크 쥐며느리

•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알기

•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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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표지 살펴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책을 읽기 전, 책의 표지와 제목을 살펴봅시다.

(1) 표지의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봅시다.

(2) ‘왕집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3)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차례에 나온 곤충 중 아는 것이 있나요?

곤충을 잡아 본 경험이 있나요?

제목의 ‘왕집게’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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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 공포의 땅벌   학년  반   번

찬반 의견 나누기 이름

제시된 상황에서 ‘찬성, 반대’ 중 자신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표현해 봅시다.

땅벌은 집에서 키울 수 있다.
찬성
반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써 봅시다.

나의 주장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해 봅시다.

평가 기준 예 아니오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나요?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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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그 녀석 왕 집게   학년  반   번

복합어 만들기 이름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어떤 말을 합해서 만든 낱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름 뜻

뽕집게 뽕나무에서 사는 집게

뽕집게 =          +

돌다래기 돌을 들어 올리는 곤충

돌다래기 =          +

땅집게 땅속에 사는 집게

땅집게 =          +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 봅시다.

낱말 새로운 이름 만든 방법 그렇게 지은 까닭

말벌 왕벌 ‘왕’+ ‘벌’ 다른 벌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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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 그 녀석 왕 집게   학년  반   번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 알기 이름

74쪽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시우와 석주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2)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76쪽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시우와 석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2) 친구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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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3. 불개미 엉덩장군   학년  반   번

성찰 편지 쓰기 이름

시우가 엉덩장군에게 한 일을 정리해 봅시다. 

시우의 행동에 엉덩장군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을 빈칸에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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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시우가 되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엉덩장군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엉덩장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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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 작은 탱크 쥐며느리   학년  반   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알기 이름

쥐며느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단점 생김새 장점

다리가 짧다

몸이 무겁다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봅시다.

단점 장점

➜

➜

➜

친구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이름 장점



「그 녀석 왕집게」

9

 읽기 중 활동 

4. 작은 탱크 쥐며느리   학년  반   번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 이름

단후의 엄마, 아빠는 집에 쥐며느리가 나오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나요? 

순재 아재네 부부 또는 단후네 가족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써 봅시다.

단후네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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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이야기 정리해서 들려 주기
  학년  반   번

이름

‘작가의 말’과 ‘덧붙이는 말’의 일부분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작가의 말 

●덧붙이는 말

(1) 이 책의 내용을 들려 주고 싶은 동물이나 식물을 써 봅시다.

(2)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써 봅시다.

(3) 이야기를 들은 동물이나 식물이 어떤 대답을 할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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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작품과 자신의 삶 관련지어 보기
  학년  반   번

이름

작품에 나온 동물의 행동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땅벌

뽕나무 하늘소

불개미

쥐며느리

작품에 나온 동물과 나와 비슷한 점을 찾아 써 봅시다.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동물과 그 이유를 써 봅시다.

나와 가장 비슷한 동물

그렇게 생각한 이유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을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