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세스, 진짜 힘을 보여 줘!> 독서 활동 
 

 

새로운 시대의 독자들을 위한 다시 읽는 공주 이야기 

 

글 비타 머로  그림 훌리아 베레시아르투 

출판사 을파소 

 

※ 본 독서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공주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되풀이되었어요. 아름다운 유리 구두, 멋진 왕자님, 끝없고 화려한 

파티……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로 끝

맺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괜찮

은 걸까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멋진 공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름을 알린 라푼젤, 수면의 과학을 연구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 환경 운동

을 펼친 빨간 모자, 총리가 된 신데렐라 등등.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열 

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다양한 공주들을 만나 보세요.  

 

 

 

- 대상: 초등 3~4학년,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학년 1학기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학년 2학기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4학년 2학기 국어 6.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5학년 1학기 국어 10. 주인공이 되어 

6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 지도 요점:  

전통적인 동화들은 겉모습이 수려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순종적으로 인내하여 왕자와의 결

혼이라는 보상을 받는 공주만이 여자아이의 롤모델임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칩니다. ‘못생긴’ 계모와 

마녀는 항상 ‘아름다운’ 공주를 시기한다는 고정관념은 덤이고요.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기발하고, 재치 있고, 사려 깊고, 용감한 공주들을 

소개해 주세요. ‘여성스러움’과 ‘공주 같은’이라는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뛰쳐나와 현실과 환상의 세

계를 넘나드는 공주들의 멋진 이야기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공주의 모습과 다른, 다양한 피부색과 외양의 공주들은 불평등, 혐오, 

차별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면서, 차이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다시 쓴 공주의 규칙이니까요. 

또한 공주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 가지각색의 여성 캐릭터는 앞으로 어린이 독자들이 경험할 새

로운 유형의 가족, 공동체, 우정, 사랑 등 다양한 연대를 보여 줍니다.  

나는 어떤 공주와 비슷한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책 소개  

2. 지도 개요 



 

(1) 공주와 그들의 직업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1  벨       •           • ○ㄱ 동물학자  

○2  라푼젤   •           • ○ㄴ 참깨 그룹 공동 대표  

○3  엘리제   •           • ○ㄷ 패션 디자이너  

○4  제이드   •           • ○ㄹ 건축가 

○5  에반젤린 •           • ○ㅁ 이야기 나라 경찰  

 

 

 

(2) ‘거위 치는 소녀’ 이야기를 <보기>처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려고 해요. 읽어 보고, 

빈 칸에 들어갈 사건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보기> 열두 명의 무용수  

열두 명의 공주와 왕자는 낮에 깨어 있는 걸 힘들어했어요. à 왕은 아이들이 

피곤해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à 엔리코는 비밀을 

밝히러 왕궁으로 가는 길에 투명 망토를 샀어요. à 한밤중에 엔리코는 망토를 입고 

공주와 왕자를 뒤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à 공주와 왕자는 지하 세계의 섬에서 멋진 

춤을 추었어요. à 엔리코는 왕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왕을 설득했어요. à 왕립 

무용단이 설립되었고, 왕자와 공주는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었어요. 엔리코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왕은 딸 리젤 공주를 여름 음악 캠프에 보냈어요. à 빵 장수는 딸 그레타를 여름 연극 

캠프에 보냈어요. 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à 리젤은 연극 캠프에서, 그레타는 음악 캠프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à 폐막식에서 리젤이 연극 주인공을, 그레타는 노래를 맡았어요. à 부모님께 들킬까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의상을 함께 입고 공연했어요. à 공연이 끝나고 사실을 밝히자, 

부모님은 두 사람을 자랑스러워했어요. à 그레타는 캠프의 빵집 주인이자 여름 캠프의 

총감독이 되었고, 리젤은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되었어요.  

  

3. 책 이해하기 



 

 (1) 책에는 열다섯 명의 멋진 공주가 등장합니다. 나는 이들 중 누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책에 나오는 공주들 중에 한 명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나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4. 확장 활동 



(3) 공주들의 활약을 담은 신문이 나왔어요. 빈칸에 기사를 써서 신문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1  벨 - ○ㅁ 이야기 나라 경찰 / ○2  라푼젤 - ○ㄹ 건축가 / ○3  엘리제 - ○ㄷ 패션 디자이너 / 

 ○4  제이드 - ○ㄴ 참깨 그룹 공동 대표 / ○5  에반젤린 - ○ㄱ 동물학자  

 

(2) 그레타와 리젤은 캠프를 바꾸기로 했어요.  

 

확장 활동  

(1) (2) (3) 아래 표에 나온 공주의 특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해 주세요.  
 

용감한 벨 부드럽고 강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라를 지키는 경찰이 되다 

인어 공주 마리샤 인어와 인간의 가교가 되어 해양 보호 운동을 펼치다 

라푼젤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다 

눈의 여왕 쎄시 스포츠 정신으로 동계 스포츠를 이끌다 

엘리제 백조로 변한 형제자매들을 구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다 

신데렐라 노동자들의 리더가 되어 평등한 사회를 이끌다 

리젤과 그레타 무대에서 자신만의 소질을 뽐내다 

열두 명의 무용수 춤에 대한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보여 주다 

완두콩 공주 세비나 공주에 대한 편견을 깨다 

제이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여 사업을 성공시키다 

엄지 공주 마이 세상 모두를 위해 노래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찾다 

빨간 모자 필리파 숲속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다 

잠자는 공주 오로라 수면 장애를 연구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다 

백설 공주 외모에 대한 억압을 물리치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다 

에반젤린 동물학자가 되어 미지의 밀림을 탐험하고 연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