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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영웅은 어떤 모습인가요? 위험에 빠진 공주를 구하는 왕자, 용을 물리치는 용맹한 

기사,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임금님…… 전통적인 동화는 이렇듯 한 가지 획일화된 모습

을 ‘진짜 영웅’, 즉 ‘정상’이라 규정하며 이외의 모습들은 ‘남자답지 못함’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소

년은 어느 상황에도 울지 않고 강해야 하고, 소녀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는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왕자다움’이라는 편견의 틀을 깬 백마 탄 왕자, 싸우는 전사가 아닌 의료인이 된 헤라클레스. 

모두의 말을 경청하는 리더 아서왕……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아름답고 용기 있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 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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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만든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만의 꿈과 사랑을 찾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린 독자들에게 진정한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줍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적을 물리치고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

음이란 것 또한 알 수 있지요. 

 다원화된 세상에서 지역 사회의 이웃들과 연대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다양한 피부색과 외양의 인물들은 겉모습과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

든지 영웅이 될 수 있고, 나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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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 소개  

2. 지도 개요 



  

 

(1) 다음 중 영웅과 영웅이 할 말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  (    )  

 

○1  헤라클레스: 남이 원하는 역할인 전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좇는 의료의 길을 걸을래. 

○2  아서왕: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리더가 되겠어. 

○3  벌거벗은 임금님: 왕이라면 무조건 검소하고 소박한 옷으로 권위를 보여줘야 해. 

○4  피리 부는 사나이: 집안일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존중 받아야 해. 

○5  엄지손가락 톰: 외모로 낯선 이를 차별하지 않겠어. 

 

 

(2) 다음 중 관련되지 않은 것과 짝지어진 인물을 골라 보세요.  (    ) 

○1  신밧드: 스카라브호 

○2  백마 탄 왕자님: 황금 방패 기사단 쇼 

○3  룸펠슈틸츠헨: 금실 

○4  콰지모도: 성당 

○5  아난시: 신발 

 

  

3. 책 이해하기 



 

 (1) 책에는 열다섯 명의 멋진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나와 가장 닮은 영웅은 누구인가

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영웅에게 편지를 한번 써 보세요. 
 

___________에게 

 

 

 

 

 

 

 

 

 

 

 

 

 
__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 씀.  

4. 확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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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책 이해하기  

(1) ○3  벌거벗은 임금님: 왕이라면 무조건 검소하고 소박한 옷으로 권위를 보여줘야 해. 

 해설: 벌거벗은 임금님 피아오는 개성 있는 자신만의 옷차림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2) ○5  아난시: 신발 

 

확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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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왕 모두의 말을 경청하는 리더가 되다 

엄지손가락 톰 남과 다른 겉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다 

헤라클레스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꿈을 좇아 전사가 아닌 의료인이 되다 

신밧드 나와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다 

벌거벗은 임금님 패션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선보이다 

피노키오 남을 배려하는 ‘진짜 남자아이’의 마음을 갖다 

룸펠슈틸츠헨 나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모습을 보여주다 

잭과 콩나무 요령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다 

콰지모도 여러 이웃들과 힘을 합쳐 공동체를 지켜내다 

스노우맨 사랑에 대한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 소중한 상대와 함께하다 

백마 탄 왕자  ‘왕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여러 역할에 도전하다 

미다스 주변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고민을 나누다 

피리 부는 사나이 집안일과 육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다 

신발 장인과 꼬마 요정

들 

특별한 재능으로 주변을 돕다 

아난시 다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것도 있는 사람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