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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한 녀석이야

 

 핵심 주제 

  • 우정    • 배려    • 나눔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4도04-02] 참된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느껴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

[4과05-01]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내용 상상하기

• 표지 그림 말풍선 

꾸미기

꼬마 목수 반달이
• 가로세로 낱말 풀이

• 식물 이름 알기 

• 깨달음 나누기

• 일어난 일 정리하기

건망증 할아버지
•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장단점 비교하기

가시덩굴이 잡아간 능청이 • 까닭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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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내용 상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제목과 표지 그림을 살펴보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고약한 녀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표지 그림 속 너구리

  (2) 왜 ‘고약한 녀석’이라고 불릴까요?

 자기 멋대로 하는 성격이어서,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3) 혹시 주변 사람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 중에서 ‘고약한 녀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친구 중 한 명이 놀이를 할 때마다 자기 멋대로 규칙을 바꾸어서 고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4) 이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진 이야기일지 상상해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치고, 상상한 내용을 써 봅시다.

   
<보기> 우정        효도       모험       환경 보호

  

 이 이야기는 모험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어느 날 너구리가 지혜의 샘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지혜로워지고 싶은 욕심에 악착같이 위험을 헤쳐 나가다 보니, 만나는 

동물들마다 너구리를 고약한 녀석이라고 싫어한다. 그러다 결국 지혜의 샘을 발견하고 

지혜의 물을 마신 너구리는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인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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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표지 그림 말풍선 꾸미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표지 그림 속 너구리가 하는 말을 상상해 말풍선을 꾸며 봅시다.

 이 덤불 속으로

함께 모험을 떠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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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꼬마 목수 반달이   학년  반   번

가로세로 낱말 풀이 이름

다음 이야기 속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

 

① 

톱
3 품 삯

1 덤 불 질

2 잡 동
③ 

사
니

4 고 
② 

목
다

수 리
④ 

오

솔

5 골 짜 기
⑤ 

종
6 지 름 길

종

⑥ 

선
걸 7 연 장

반 음

● 가로 열쇠

1.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19쪽)

2.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23쪽)

3.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19쪽)

4. 주로 키가 큰 나무로, 여러 해 자라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 (16쪽)

5.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16쪽)

6.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19쪽)

7.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 (9쪽)

● 세로 열쇠

① 톱으로 나무나 쇠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일. (11쪽)

②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 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9쪽)

③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50쪽)

④ 폭이 좁은 호젓한 길. (25쪽)

⑤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며 급히 걷는 걸음. (21쪽)

⑥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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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꼬마 목수 반달이   학년  반   번

일어난 일 정리하기 이름

반달이가 이동한 장소에 따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장소 만난 이 겪은 일

강가 → 수풀 능청이
  능청이에게 물고기 2마리를 주고 떡갈나무 

마을로 가는 다른 길을 알아냄.

골짜기 

→ 풀밭

산토끼 

아주머니
 아기그네를 고쳐 주고 꿀병을 얻음.

고사리 덤불 능청이
 꿀병을 주고 떡갈나무 마을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냄.

살구나무 밑 토끼 재롱이
 선반을 달아 재롱이의 방을 넓혀 주고 초롱꽃 

등을 얻음.

야트막한 언덕 능청이
 오솔길로 가라는 능청이가 자신을 골탕 

먹인다고 생각해 초롱꽃 등을 줘버리고 달려감.

덤불과 

나무들이 

뒤엉킨 곳

능청이
 구덩이에 빠진 능청이를 덩굴 사다리를 

만들어 구해 줌.

오솔길 엄마  엄마와 만나 잠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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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건망증 할아버지   학년  반   번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이름

다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인물 말과 행동 성격

깔끔이

‧ “할아버지, 두더지 아저씨가 

게으름뱅이라는 걸 모르세요? 온종일 

빈둥거리기만 한다는 걸 모르는 이웃이 

없다고요.”

‧ “쳇! 얄미운 이웃들이야. 달랑 꽃이나 들고 

와서는 음식을 몽땅 먹어 치우잖아.”

‧ “이제부터는 꼼꼼히 적어야 해요. 양식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누가 음식을 얻어 

갔는지. 아셨지요?”

‧ “애써 모은 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꼭꼭 

기억해야지요, 할아버지.”

‧ 이번에도 깔끔이는 문간에서 손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소 계산적이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지키려고 한다.

건망증 할아버지

‧ 두더지 아저씨에게 능금 잼을 듬뿍 떠 

주고 돌아갈 때 바구니 가득 음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 “그렇구나. 하지만 뭐, 다행히 뭐든 

필요한 만큼 있으니 됐지.”

‧ “나야 의자 하나면 족한걸 뭐.”

 마음이 넉넉하며 

너그럽고 욕심이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푼다.

나는 깔끔이와 건망증 할아버지 중 어떤 성격이 끌리는지, 또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나는 깔끔이처럼 똑 부러진 성격이 더 끌린다. 건망증 할아버지같이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삶도 좋지만 나는 깔끔이처럼 똑 부러지게 살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주고받는

정이 있는 이웃에게는 넉넉하게 베풀지만, 마냥 손해 보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내 것도 챙기고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야무지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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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건망증 할아버지   학년  반   번

장단점 비교하기 이름

할아버지가 건망증을 앓아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글에서 찾거나 생각하여 최대한 많이 

  써 봅시다.

건망증의 나쁜 점 건망증의 좋은 점

∙  맛있는 도토리며 씨앗들을 잘 두고도 

잊어버려 먹지 못한다.

∙  창고에 뭘 가지러 갔다가도 기억을 못해 

헛고생을 한다.

∙  허구한 날 얻어먹으러 오는 얌체 이웃도 

기억을 못해 친절히 대한다.

∙  맛있는 도토리며 씨앗들을 잘 두고도 

잊어버려 집 주변에 떡갈나무가 우거지고 

온갖 꽃들이 핀다.

∙  창고에 가는 동안 뭘 가지러 가는지 

잊어서 자꾸만 굴을 파다 보니 방이 많다.

∙  할아버지의 건망증 덕분에 외로운 

이웃들이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오고,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다.

다음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을 비교하여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두 인물과 같은 

  삶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봅시다.

인물의 마음
 이웃들이 꽃을 들고 찾아와 

즐겁고 유쾌함.
인물의 마음

 꽃으로 창문턱을 꾸며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외로움.

삶의 장점
 찾아오는 이가 많아 외롭지 

않고, 마음이 즐거움.
삶의 장점

 손해 볼 일도 귀찮을 일도 

없어서 좋음.

삶의 단점
 음식이나 돈 등이 많이 

들고 귀찮을 수 있음.
삶의 단점  외롭고 즐겁지 않음.

 장점’은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단점’은 나쁜 점, 부족한 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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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가시덩굴이 잡아간 능청이   학년  반   번

까닭 파헤치기 이름

인물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 까닭을 파악하여 써 봅시다.

친구들이 능청이를 고약한 녀석이라고 한 까닭은?

재롱이:  능청이가 씽씽이를 망가뜨려서

반달이:  번번이 자신을 골탕 먹여서

초롱이:  자기가 반달이에게 준 초롱꽃 등을 가져가서

깔끔이:  건망증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능청이가 가시덩굴 가까이 간 까닭은?

친구들이 능청이에게 친구가 되고 싶으면 가시덩굴 가까이 가 보라고 해서

능청이가 보물 지도같이 생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꼭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그려준 약도여서 / 

약도를 보고 할머니를 찾으려고

능청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까닭은?

친구들이 자신을 가시덩굴로 보내서

능청이가 고약한 행동을 했던 까닭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 할머니 집을 찾느라 외롭고 배가 고파서 



「고약한 녀석이야」

9

 읽기 후 활동 식물 이름 알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은 이 책에 나왔던 식물들입니다. 식물의 이름을 찾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1)  ⚫             ⚪
머루

(2)  ⚫             ⚪
산나리

(3)  ⚫            ⚪
함박꽃

(4)  ⚫            ⚪
초롱꽃

(5)  ⚫            ⚪
산마늘

(6)  ⚫             ⚪
앵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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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깨달음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이나 깨닫게 된 점을 글로 써 봅시다.

 나는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능청이가 이야기 속 전형적인 악역이라고 생각했다. 반달이를

속여 반달이의 음식과 물건을 빼앗고, 건망증 할아버지의 음식을 탐내는 등 정말로 고약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고 보니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다. 능청이는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니 능청이는 반달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초롱꽃 등불로 어둠을 밝혀 주고, 건망증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도 별 것 아니지만 선물을

잊지 않았으며, 친구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글을 읽고 깨닫게 된 점을 포스트잇에 한 문장으로 간단히 써 봅시다. 모둠 친구들이 쓴

  것을 모아 가장 멋진 깨달음에 ‘〇’표를 하고, 가장 많은 ‘〇’표를 받은 ‘베스트 깨달음’을 

  뽑아 봅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가끔 손해도 보고, 베풀며 

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