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과 만나기 이야기 예측하기

1.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봅시다.        

 

2. 이 책에는 모두 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읽고 

싶은지 골라 보세요. 왜 그 이야기를 골랐는지 이유도 말해볼까요?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여기에 

애벌레 있어요

오리 주둥이

당나귀 귀

담이의 

소풍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정

☀ 언제 겪은 일인가요? 옛날 어느 먼 나라에

☀ 어디가 아팠나요?

☀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 어떻게 이겨냈나요?

즐겁게 읽기(1)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1. 당글 공주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문장

을 완성하세요.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아름다운 놀이성이 있었어요.

 홍역 괴물은 맹독이 뚝뚝 떨어지는 이빨로 당글공주 발뒤꿈치를 깨물었어요. 

 당글 공주는 몸이 몹시 뜨거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당글공주는 뒷산 동굴에 사는 (               )를 찾아갔어요.

 (             )는 (            )과 (            )와 (            ) 한 줌을 

당글공주에게 주었어요.  

 당글공주는 홍역 괴물을 이겨 내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2. 당글공주처럼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그 때 일을 떠올려 당글공주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꿔 써 봅시다.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 )

 정답: 1. 하얀할머니, 하얀할머니, 빨간 물병, 푸른 주머니, 하얀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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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읽기(2) 애벌레가 있어요

☀ 마지막 장면에서 순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순미에게 어떤 말

을 해주고 싶은가요? 

【순미의 생각이나 느낌 쓰기】

【순미에게 한 마디】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정

즐겁게 읽기(3) 오리 주둥이 당나귀 귀

①

②

③

④

⑤

1. 어느 날 아침, 달수 입은 오리 주둥이처럼 튀어나오고 엄마 귀는 당나귀 귀가 됐

습니다. 복숭아나무 아래에 가라는 선녀님의 말대로 했더니 달수와 엄마의 입과 귀

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달수와 엄마가 처음 복숭아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와 복숭

아나무 아래에 한참 앉아 있은 뒤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삽화를 보며 되도록 많이 

찾아봅시다.)

2.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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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읽기(4) 담이의 소풍

지렁이 (                     )  학

“이무기가 내 내 노래를 

들으면 화가 풀릴 거야.”

“내 (               )를 

들으면 이무기 화도 풀리

고 그럼 비가 올거야.”

“이무기가 이 

(          )을 보면 화를 

풀 거야.”

 

1. 담이는 소풍을 가기 위해 이무기를 찾아 나섭니다. 길을 가며 담이는 세 인물을 

만나지요. 만나는 인물마다 “나도 데려가.”라고 하는데요. 담이가 만난 인물과 인물

이 한 말을 정리해보세요. 

2. 담이와 세 인물 덕분에 이무기는 화를 풉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힌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두 글자)

참으려 참으려 해도 이상하게 자꾸만 (          )이 나네.

쿡쿡, 킥킥, 푸하하하 (        )이 터져 나왔네.

 

3. 친구나 가족을 웃게 하는 나만의 비법을 적어 보세요. 

 

정답: 1. 잉어, 피리 소리, 옥구슬  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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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감상 나누기

☀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왜 그런지 이유도 나눠 봅시다.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여기에 

애벌레 있어요

오리 주둥이

당나귀 귀

담이의 

소풍 

나는                                      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