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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꿈은 뭐이가?

  

 핵심 주제 

  • 여성      • 인물      • 비행사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5-6학년

성취 
기준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도04-01]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6사04-04]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의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버킷 리스트 만들기
• 낱말 요리하기
• 만약에 
• 공감 편지 쓰기

• 인물 사전 만들기
• 공감 대화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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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버킷 리스트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요? 꼭 해 보고 싶은 일 5가지를 무지개 위에 써 
봅시다.

    

‘무지개 계단 책’을 만들어 나의 버킷 리스트를 쓰고, 실천해 봅시다.

‘무지개 계단 책’ 만드는 법  

https://youtu.be/q4nYZ0CJ1iQ
1. 5가지 무지개 색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요.

2. 1을 모두 반으로 접어요.
3. 빨간색 색종이를 펼쳐서 접힌 선에서 
1cm 떨어진 부분에 주황색 종이를 
붙이세요. 다른 색들도 똑같이 붙이세요.

4. 하고 싶은 일을 버킷 리스트에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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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낱말 요리하기
  학년  반   번

이름

흉내 내는 말을 책에서 찾아 낱말 저장소를 완성하고, 5개를 골라 재미있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낱말 저장소

어름어름          조물조물

너덜너덜   덜컹덜컹      

훌쩍          부릉부릉    기우뚱기우뚱

낱말 저장소

1

2

3

4

5

왼쪽에 그려진 책의 삽화를 먼저 찾아보고, 

장면의 내용을 샅샅이 뒤져 흉내 내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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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만약에
  학년  반   번

이름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다음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어떻게 행동했을지 써 
봅시다.

#장면1. 
아버지는 또 딸이 태어난 것이 화가 나서 이름을 ‘갈례(얼른가라, 죽으라는 뜻)’라고 지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장면2. 
무기를 나르고 돈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장면3. 
중국의 비행학교에서 “여자는 들어올 수 없소!”라는 말을 들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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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공감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이나 말을 고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장면 고르기- 
중국의 비행학교에 어렵게 입학한 
권기옥이 힘든 훈련을 견디고, 
비행기를 고치는 기술까지 
배우면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말한 것이 
감동적이었다. 

-고른 까닭-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힘을 내며 이겨내는 모습이 
대단하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와 닿는 장면 고르기-

 
  

-고른 까닭-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인 권기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공감 편지를 써 봅시다.

       년    월   일 
   (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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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인물 사전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권기옥의 일생을 담은 인물 사전 미니북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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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공감 대화 나누기
  학년  반   번

이름

나의 꿈을 생각하며 아래의 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는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어야.
온 세상이 너더러 날 수 없다고 말해도 날고 싶다면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 보라. 어느 날 니 몸이 훨훨 날아오를 거야.
니 꿈을 좇으며 자유롭게 살게 될 거야.
보라, 니 꿈은 뭐이가?

내 꿈은                                                      

                                                                

나의 꿈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모둠 친구들과 ‘공감 대화법’으로 
이야기 나눠 봅시다.

 ● 공감 대화법
 1  위의 빈칸에 쓴 나의 꿈과 앞으로 노력할 점을 모둠 친구들과 돌아가며 발표해요.

 2  친구의 발표가 끝나면 “아하, 그렇구나!”, “네 생각 정말 좋다!”며 맞장구를 쳐요.

 3  친구들이 나의 의견에 맞장구를 쳐 주면 “공감해 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해요.

3  공감해 
줘서 고마워!

2  네 생각 
정말 좋다!

아하, 
그렇구나!

1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