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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할머니 집

핵심 주제 

  • 두려움   • 씩씩함   • 이별의 아픔   • 희망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군

성취 

기준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6국04-01]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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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05-03]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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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사06-01]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탐색한다.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6미01-05]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6실02-01]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조건을 알고 자신의 식사를 평가한다.

[6음03-01]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제목과 표지로 내용 

예상하기

6~28쪽 • 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기

29~46쪽 • 우리 가족 소개하기

47~61쪽 • 구름 전시회 열기

62~72쪽 • 나의 오아시스 소개하기

73~83쪽 • 꿈 속 모습 그려보기

84~100쪽 • 인상 깊은 장면 소개하기

101~109쪽 • 균형 잡힌 식단 계획하기

110~129쪽 • 나만의 콘서트 계획하기

130~144쪽 • 합리적 선택 방법 토의하기

145쪽~끝 • 인물 소개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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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로 내용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 표지를 보고 다음 안내에 따라 활동을 해 봅시다.

1. 책 표지를 1분 동안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2. 책상 속에 책을 넣고 표지에서 보았던 것을 최대한 많이 써 봅시다.

3. 적은 내용으로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1) 표지에서 본 것 : 

   (2) 빙고 게임하기

   

책 표지에서 볼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모둠원과 책 내용을 예상하여 한 줄 씩 

  돌아가며 짧은 이야기를 지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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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6~28쪽   학년  반   번

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기 이름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건

첫 날 이오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14쪽을 다시 읽어보고 이오가 꾼 꿈의 내용을 

 추론하여 써 봅시다.

22쪽의 이오와 유이처럼 “바나나 우유 먹으면 나한테 반하나~?”와 같은 말놀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봅시다.

모둠 또는 짝과 함께 정자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되어 이오와 유이에게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하는 놀이를 해 봅시다.

할머니가 되어 질문해 보기 이오와 유이가 되어 답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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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29~46쪽   학년  반   번

우리 가족 소개하기 이름

44쪽의 이오가 아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 가족 중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소개해 봅시다.

● 그림 그리기

● 소개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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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47~61쪽   학년  반   번

구름 전시회 열기 이름

48쪽의 이오와 유이의 여행 계획을 정리하여 보고, 다음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 

  봅시다.

이오와 유이의 여행 계획

여행의 목적지와 이유는?

여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내가 다음 방학 때 여행을 간다면?

여행의 목적지와 이유는? 

누구랑 가고 싶나요?

여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행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55쪽의 유이와 이오가 본 구름 전시회를 상상해보고 나만의 구름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세요.

●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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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62~72쪽   학년  반   번

나의 오아시스 소개하기 이름

 유이와 이오가 발견한 오아이스가 무엇일까요? 글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 써 봅시다.

  

유이와 이오가 발견한 오아시스는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유이와 이오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나만의 오아시스를 적고 친구들에게 소개 해 

봅시다.

  

나의 오아시스는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이오에게 질문을 만들어 보고 짝과 함께 이오의 입장이 되어 

답해보며 질문 놀이를 해 봅시다.

질문해 보기 이오 입장이 되어 답해 보기

죽을만큼 몸이 힘든데 

왜 마음이 편안해졌어?

몸이 힘든 만큼 마음의 아픔이 덜 

느껴져서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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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73~83쪽   학년  반   번

꿈 속 모습 그려보기 이름

이오가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써 봅시다.

1.

2.

3.

4.

5.

6.

7.

이오가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써 봅시다. 잠든 이오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이오의 꿈 속 모습을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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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84~100쪽   학년  반   번

인상 깊은 장면 소개하기 이름

셋째 날 있었던 일을 글 구조에 맞게 요약하고 이오의 감정을 그려 봅시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요약

하기

이오의

감정

그래프

+

0

-

셋째 날 이야기의 부분 중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도 써 봅시다.

인상 깊은 부분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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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01~109쪽   학년  반   번

균형 잡힌 식단 계획하기 이름

106쪽에 나온 밥상의 식품 영양 구성을 조사해 써 봅시다.

식품 영양소

풋콩밥 단백질, 탄수화물

최근 먹은 한 끼 음식 중 기억나는 음식들의 영양 구성을 조사해 보고, 균형 잡힌 

 식단 계획을 세워 봅시다.

먹은 음식 영양소

위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

식단 계획하기

조리법 조사하여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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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10~129쪽   학년  반   번

나만의 콘서트 계획하기 이름

110쪽~117쪽의 내용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찾고 비유한 까닭을 써 봅시다.

대상 비유하는 표현 비유한 까닭


이오와 유이

달팽이
쌩쌩 앞질러 가는 자동차에 비해 이오와 

유이는 걸어가고 있으므로

125쪽의 유이와 이오가 되어 할머니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떤 음악을 고르고 

  싶나요? 할머니에게 공연하고 싶은 음악을 고르고 이유를 써 봅시다.

공연하고 싶은 음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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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10~129쪽   학년  반   번

합리적 선택 방법 토의하기 이름

시장에 가 본 경험을 떠올리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장 음식을 조사하여 

  쓴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추천하고 싶은 음식 맛 설명, 추천하는 이유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토의하여 써 봅시다.

1.

2.

3.

추천하고 싶은 음식의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식의 이름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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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145쪽~끝   학년  반   번

인물 소개서 작성하기 이름

읽었던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걸어서 할머니 집의 인물 소개서를 써 봅시다.

 걸어서 할머니 집의 (                         ) 을/를 소개합니다.

지은이

특징

인물에게 

일어난 일

인물을 

말해 주는 

질문과 대답

⚫  언니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

⚫

⚫

⚫

기억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