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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멋진 개, 
알피로부터

  

 핵심 주제 

  • 반려견      • 동물      • 이별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1-2학년

성취 
기준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게 글을 쓴다.
[2바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 내용 짐작하기
• 알피 따라 그리기
• 독서 퀴즈
•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사랑을 담아 편지 쓰기
• 점프하는 강아지 종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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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내용 짐작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보고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1) 알피는 누구일까요?

      강아지, 반려견

  (2) 이지는 누구일까요?

      강아지 알피를 키우던 아이, 책 표지 속 아이

  (3) 알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나라에

  (4) 책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하늘 나라에 있는 반려견 알피가 이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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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알피 따라 그리기
  학년  반   번

이름

귀여운 알피의 모습을 따라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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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독서 퀴즈
  학년  반   번

이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개, 알피로부터」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알피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하늘 나라의 강 아 지  별

(2) 알피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⑤   )

    ① 놀이터가 수백 개나 있다.

    ② 장난감 막대기가 수천 개나 있다.

    ③ 강아지 사탕은 백만 개나 있다.

    ④ 알피를 못살게 구는 고양이도 없다.

    ⑤ 애견 미용실이 있어 목욕하기 쉽다.

(3) 알피는 무엇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나요?

    소 똥

(4) 알피가 말한 강아지 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②   )   

    ① 소파에서 잠자기

    ② 신발 신고 다니기

    ③ 목줄 없이 산책하기

    ④ 미끄럼틀에서 쉬 하기

    ⑤ 꽃밭을 마음껏 뒹굴면서 돌아다니기

(5) 알피는 강아지 별에서 살면서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 자는 것

(6) 알피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 소파 뒤쪽에 무엇을 남겨 두었나요?

    털  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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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학년  반   번

이름

다음 편지를 읽고, 편지를 쓰는 알피의 마음과 이지의 마음을 짐작하여 써 봅시다.

편지 알피의 마음

 이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주면 좋겠다. / 이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지가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다.

편지 이지의 마음

 알피가 그립고 보고 싶다. 
100살이 되어서도 알피를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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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사랑을 담아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나 동물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알피가 이지에게 보낸 
편지처럼 그리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1) 편지를 보내고 싶은 그리운 사람이나 동물은 누구인가요?

       작년에 집 나간 햄스터 햄톨이  

  (2)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  

  (3)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써 보세요. 
봉투의 ‘받는 이’에는 그리운 

이의 이름을, 분홍 칸에는 그리운 

이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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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이 2장으로 귀여운 알피처럼 점프하는 강아지를 만들어 봅시다. 

 읽기 후 활동 점프하는 강아지 종이접기
  학년  반   번

이름

점프하는 강아지 종이접기

https://youtu.be/q7t1MGUAb44


1. 대문 접기 양쪽으로 2번 한 
후 펼쳐서 딱지 접기를 한다.

2. 모서리 2개를 딱지 접고, 
나머지는 대문 접기를 한다.

3. 네모난 윗부분을 펼쳐서 
지붕 모양을 만든다.

4. 뾰족한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5. 4를 아래로 내려 
귀를 접는다.

6. 모서리 부분을 접어 넣으면 
강아지 머리가 완성된다.

7. 다른 색종이로 딱지 접기를 
2번 한다.

8. 펼쳐서 대문 접기를 한다.

9. 안쪽에 손을 넣어 
세모 모양을 만든다.

10. 양쪽으로 펼치며 배 모양 
만든다.

11. 윗부분도 똑같이 한다.
12. 위 아랫부분 어슷하게 

접는다.

13.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와 
윗부분을 밖으로 접는다.

14.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 
아래 모서리를 접는다.

15. 위도 아래와 같이 모서리를 
접는다.

16. 13처럼 다시 밖으로 
접는다.

17. 넓은 부분을 반으로 접어 
내렸다가 다시 접어 올린다.

18. 뾰족한 발 부분은 둥글게 
접는다.

19. 눈, 코, 얼룩무늬를 그려 
넣는다.

20. 머리를 몸에 풀칠하여 
붙이면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