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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핍이	사는	마을의	지도로	시작한답니다.	책	4쪽의	지도를	바탕으로,	책을	읽어나가면

서	그림과	설명을	덧붙여	나만의	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의	주인공	핍과	교회	묘지에	나타난	

수상한	죄수,	핍의	누나와	대장장이	조뿐만	아니라,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답니다.	소개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재미있는	사실을	추가하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만의 새로운 책을 쓰고 싶다면, 지도를 그려 책 속에 나오는 장소를 표시해 보세요.

지도를 만들어요!지도를 만들어요!

1.	 	핍이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
가요?

2.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3.	 	핍은	자기	엄마가	왜	묘비처럼	생겼을	거라고	상상했
을까요?

4.		책	17쪽을	읽은	뒤,	교회	묘지에	나타난	남자가	어째
서	아프고	화가	나	있었는지	이유를	찾아봅시다.	

5.	 	여러분은	핍이	어째서	무서운	남자를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나요?	

6.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22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디킨스처럼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 보세요! 디킨스처럼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 보세요! 

찰스	디킨스는	‘스크루지’나	‘펌블추크’처럼	자신이	쓴	소설	속	인물들에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

름을	지어	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핍’도	그렇죠!	

•		여러분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이름은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간단하게	알려	주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만든 캐릭터로 책 32쪽에 나오는 지명수배 전단지를 꾸며 봐도 좋아요. 

1.	 	핍의	누나의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보세요.	

2.	 	핍은	왜	‘사랑의	매’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랑의	매에	다른	이름을	
붙여	준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3.	 	조는	벽난로	안에	들어간	핍을	어떻게	도와
주었나요?

4.	대포	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헐크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나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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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핍이	만난	또	다른	죄수는	어떤	성격일까요?
	 처음	만난	죄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	 	여러분은	핍이	음식을	준	죄수가	배고프고	아프
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3.	 	핍은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으면서	왜	두려움에	
떨었나요?

4.		군인들이	핍의	집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핍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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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은	누나가	만든	음식을	훔쳐서	묘지에서	만난	죄수에게	건네주러	가는	길에	또	

한	명의	죄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핍은	자기	누나가	돼지고

기	파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차릴지	겁에	질린	채로	크리스마스	파티

를	함께합니다.

•		핍이	습지에서	만난	또	다른	죄수를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책	속에	

나온	설명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여러분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메뉴를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를	멋지게	그린	뒤,	‘바삭바삭한	고구마튀김’,	‘살살	녹는	등갈비

구이’,	‘진한	초콜릿케이크’처럼	근사하게	설명을	덧붙여	보세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44

1.	 	어른들은	어째서	핍이	죄수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
지	못했을까요?	

2.	 	핍의	심장이	쿵쿵	쾅쾅	뛰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3.	 	싸움을	벌인	두	죄수	중에	어떤	죄수의	말이	더	믿음
직스러운가요?	그	이유도	알려	주세요.

4.		핍이	교회	묘지에서	만난	죄수는	군인들에게	잡히고	
난	뒤,	핍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	주었
나요?	

5.	 	핍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신문 기사를 써 봅시다! 

•		여러분이	신문	기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습지대에서	벌

어진	싸움을	기사로	써야	한다면,	어떤	제목을	달고	어떻게	사건을	소

개해야	할지	신문	기사를	써	보세요.	신문	기사를	쓸	때에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꼭	지켜야	해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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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핍은	미스	해비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했
나요?

2.	 	미스	해비셤이	사는	‘새티스	하우스’가	어떤지,	여러분의	
느낌을	말해	보세요.	

3.	 	미스	해비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느낀	점을	말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4.	 	에스텔라는	핍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나요?	여러분이	
에스텔라였다면,	핍을	어떤	아이라고	말했을까요?

•		핍은	미스	해비셤이	사는	새티스	하우스에	가서	‘놀이’를	하게	되었습

니다.	하지만	핍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죠!	만약	여러분이	핍과	

함께	있었다면	무슨	놀이를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놀이	목록

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그렇지만	핍이	살던	시대는	200년	전

이라,	그때는	컴퓨터나	전기가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		아주아주	무례하고,	아주아주	아름다운	에스텔라를	다시	만나는	날

을	앞두고,	핍이	어린이	잡지	상담란에	고민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장을	해	주었을까요?	핍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써	보세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66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1.	 	이	장에서	핍은	에스텔라와	어떤	관계가	되었을
까요?

2.	 	새티스	하우스에는	어떤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
나요?

3.	 	미스	해비셤은	‘테이블	위의	썩어	가는	덩어리’
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4.		창백한	어린	신사는	어떤	아이인	것	같나요?

5.	 	핍이	새티스	하우스를	떠날	때,	에스텔라는	어
째서	기뻐	보였을까요?

•		미스	해비셤의	썩어	가는	케이크를	그려	보세요(사실은	웨

딩	케이크랍니다).	책	105쪽에서	109쪽까지의	내용을	읽

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창백한	어린	신사와	핍의	대결투를	만화로	그려	봅시다.	

각각의	장면을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	묘사해	보세요.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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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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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은	드디어	대장장이가	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품	속	시

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요?	그	직업에	어울리

는	장비도	함께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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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and Pip 
are ever 
friends.
Look!

•  Pip’s going to be a blacksmith! But what other jobs 
do you think he could be good at? What job would 
YOU want to do in Victorian times? Draw doodles 
of the jobs by each item.

C H A P T E R  V I IC H A P T E R  V I I

1.  Why did Pip find it hard to see Joe get 
ready to see Miss Havisham?

2.  Why did Joe find it astonishing that  
Miss Havisham gave him money?

3. What did Pip now find coarse and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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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1.	 	미스	해비셤을	만나러	새티스	하우스에	갈	준비를	
하는	조의	모습을	보고,	핍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
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	 	미스	해비셤이	건넨	돈을	받고,	조는	어째서	‘놀랄	
노	자구먼!’이라고	말했을까요?

3.	 	핍이	거칠고	천박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
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88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낯선	신사가	핍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이제	

핍은	런던에서	‘위대한	유산’을	받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		여러분이	부동산	업자가	되었다고	상상하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핍에게	어울리는	새	집을	구해	주세요.	어떤	집인지	설명을	덧붙이고,	

집	안의	방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	묘사해	보세요.

1.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핍
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2.	 	‘유산’이란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여러분
의	말로	다시	설명해	봅시다.	

3.	 	비밀스러운	후견인이	핍을	돕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4.	후원자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5.	조는	핍이	런던으로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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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이	런던으로	가져갈	짐가방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은	

오직	한	개뿐이래요.	가방에	꼭	넣어야	하는	물건들을	적어	봅시다.	

•		여러분이	핍이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돌봐준	조와	누나에게	감사	편지

를	써	봅시다.

1.	 	핍은	미스	해비셤이	요정	대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핍은	왜	조에게	함께	가	달
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3.	 	조는	런던으로	떠나겠다는	핍을	왜	말리지	않았을까
요?

4.		핍은	고향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5.	 	책	140쪽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핍이	앞
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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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핍이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200년	전	런던의	모습에	대해	조사해	보고,	그	내용을	그림	

엽서로	꾸며	봅시다.

1.	 핍이	느낀	런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2.	핍은	예전에	허버트	포켓	씨를	어디에서	만났나요?

3.	미스	해비셤의	결혼식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	미스	해비셤의	동생이	꾸민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요?	

5.	핍은	신사가	되기	위해	어떤	수업을	받았나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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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과	에스텔라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함께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해	보세요.

1.	 	에스텔라가	보낸	편지를	받고	핍의	마음이	요동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에스텔라의	어떤	행동이	핍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3.	 	리치몬드에	사는	부인은	에스텔라를	어떻게	도와주었나
요?

4.		핍이	에스텔라와	함께	산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라
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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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		누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핍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핍을	도와줄	수	있나요?

	 	장례식에	참석한	핍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날	핍이	느꼈던	풍경(예

를	들어,	습지의	냄새,	바닷바람	등)과	생각을	적어	봅시다.	

•		핍의	누나를	위한	묘비를	여러분이	디자인해	보세요.	나중에	다른	사

람들이	묘비를	보고	그녀의	성격과	외모를	추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핍은	허버트에게	에스텔라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고백
했나요?	

2.	 	핍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편지봉투를	보고	왜	나쁜	소
식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3.	 	런던에서	혼자	살게	된	핍은	누나를	어떻게	생각했을
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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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1.	 에스텔라를	좋아하는	추종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에스텔라는	어째서	벤틀리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
려	할까요?

3.	 	여러분은	에스텔라가	핍을	속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		에스텔라는	파티에	자주	갑니다.	여러분이	파티를	열어	에스텔라

를	초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파티는	어떤	파티가	될까요?

	 	파티의	주제를	정하고,	누구를	초대할지,	또	어떻게	즐거운	시간

을	보낼지	계획을	짜	보세요.	

•		파티에	가게	된	핍과	에스텔라를	위해	멋진	옷을	디자인해	보세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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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헐크스에서	탈출한	죄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블	매그

위치이고,	그동안	호주에서	숱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		작품	속	시대에	죄수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조사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으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또	유죄	판결을	받기

까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호주에서의	유배	생활은	어땠을까요?

•		매그위치가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탈출해	영국

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매그위

치가	호주에서	보낸	생활을	상상해	짧은	이야기를	써	보세요.

1.	 핍의	비밀스러운	후견인은	누구였나요?	

2.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죄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3.	죄수는	어째서	핍을	돕고	싶어	했나요?

4.	죄수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요?

5.	 	죄수는	어째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핍을	찾아와
야	했나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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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콤페이슨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매그위치를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스	해비셤을	속인	남자

였습니다.	

•		콤페이슨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	새로운	지명	수배	전단지를	만들

어	보세요.	책	196~197쪽의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핍의	비밀스러운	후견인이자	탈옥한	죄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콤페이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3.	 	콤페이슨보다	매그위치가	더	무거운	벌을	받은	이유
는	뭘까요?

4.	핍과	허버트는	매그위치를	어떻게	도우려	하나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1616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		핍은	다양한	장소와	물건에서	에스텔라의	이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양한	서체로	한번	그려	보세요.	

버스	창문,	책상	위	어디든	좋아요!

1.	 	핍은	새티스	하우스에서	누구를	보고	깜짝	놀랐
나요?

2.	 	미스	해비셤은	어린	시절의	핍에게	친절함을	
베풀었을까요?

3.	에스텔라는	누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나요?

4.		핍이	에스텔라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5.	 ‘연민’과	‘회한’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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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	‘나는	그녀를	용서합니다.’라는	글자를	종이에	크게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	봅시다.	

•				미스	해비셤의	저택에	불이	나고,	핍이	그녀를	구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나누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적어	봅시다.

1.	 	매그위치의	탈출을	위해	핍은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
나요?

2.	미스	해비셤은	에스텔라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3.	핍은	미스	해비셤을	어떻게	구했나요?

4.	미스	해비셤은	핍이	어떤	행동을	하길	원했나요?

5.	 	책	229쪽에	실린	원그래프를	보고,	핍이	가장	걱정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	나눠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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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in large bubble letters the phrase ‘I forgive her’ and decorate 
them in many colours. 

•  Create a zigzag booklet that shows the sequence of events 
surrounding Miss Havisham’s accident and Pip’s rescue.

1.  What type of training did Pip do for 
Magwitch’s escape?

2. What did Miss Havisham teach Estella?

3. How did Pip save Miss Havisham?

4. What did she want Pip to write down?

5.  Using the pie chart on page 231, who  
was Pip more worried about?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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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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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위치가	영국을	벗어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매그위치의	여권을	만들어	

주세요.	또	매그위치의	가방	안에는	어떤	물건을	넣어야	할까요?

•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해	보세요.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1.	 매그위치는	어떤	사람으로	변장을	했나요?	

2.	갤리선의	남자들은	무엇을	원했나요?

3.	갤리선의	키잡이는	누구였나요?

4.	두	죄수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5.	매그위치가	탈출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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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모양으로	재미있는	시를	지어	봅시다.	첫	번째	줄은	한	가지	단어,	그	아래	줄

의	단어와	연관된	형용사를	더하고,	그	다음은	동사,	그	다음은	부사,	그리고	마지막은	

감탄사를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미스	해비셤을	주제로	지은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	시를	짓고	난	후에는,	감정을	담아	낭독해	보세요.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미스 해비셤
외로운 미스 해비셤

가슴이 찢어지고 외로운 미스 해비셤
갈가리 가슴이 찢어지고 외로운 미스 해비셤

오오! 갈가리 가슴이 찢어지고 외로운 미스 해비셤

1.	 	핍이	찾아와서	매그위치가	행복해한	이유는	무엇이
었을까요?	

2.	 	재판을	받는	매그위치는	어떤	점을	좋게	평가받았
나요?

3.	 	매그위치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나요?

4.		런던을	떠난	핍은	어디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게	되
었나요?

5.	에스텔라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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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과	에스텔라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만화로	그리거나	글을	

적거나,	형식은	자유롭게	만들어도	돼요.	핍과	에스텔라를	재미있

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만의 독후 활동나만의 독후 활동

1.	 핍이	고향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나요?

2.	 	조와	비디가	자신들의	아이에게	핍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	준	이
유는	뭘까요?

3.	미스	해비셤의	저택	새티스	하우스는	어떻게	변했나요?

4.	핍과	에스텔라가	다시	만난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5.	에스텔라는	핍이	어떤	이야기를	해	주길	바랐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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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BOOK REVIEW

책	제목:

글쓴이:

줄거리:

그린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다시 그린 캐릭터

그	이유:

독후감상문을 써 봅시다!독후감상문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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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BOOK REVIEW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내가 다시 그린 그림

그	이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별점: 색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