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업적 용도로 이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지영

『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

 ◎ 다음 표지를 관찰하고, 책 내용을 상상해봅시다.
       

  

         
 1. 소년은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2. 소년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3.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붙은 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을 다 
읽고 난 다음,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지 다시 고민해봅시다. 

 
 4. 이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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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

◎ 다음은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입니다. 빈칸에 맞는 말을 써 
봅시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잠깐 좋다가 
그만일 것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로 

날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다.김민준

“네가 말한 대로 몰래 주머니에 넣고 
도망쳤어.”
“정말?”

“응”
“와, 이제 민준이가 나한테 □□□도 하네?”

이세미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좋은 애인이라면 
만나는 사람을 더 □□□ □□로 만들어 준대. 

너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김만정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저씨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을 서성거렸다. 가끔 

“□□□라도 불러야 하나?”라고 중얼거리거나 
“물에 떠내려갔으면 말짱 □이잖아?”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
작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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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정답)

◎ 다음은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입니다. 빈칸에 맞는 말을 써 
봅시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잠깐 좋다가 
그만일 것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로 

날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다.김민준

“네가 말한 대로 몰래 주머니에 넣고 
도망쳤어.”
“정말?”

“응”
“와, 이제 민준이가 나한테 거짓말도 하네?”

이세미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좋은 애인이라면 
만나는 사람을 더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준대. 

너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김만정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저씨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을 서성거렸다. 가끔 

“잠수부라도 불러야 하나?”라고 중얼거리거나 
“물에 떠내려갔으면 말짱 황이잖아?”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
작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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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할 것!

1. 핵심사건
2. 등장인물의 반응
   ⇒말과 행동
3. 나의 생각은?

『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

◎ 민준이는 거듭되는 반전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혼
란스러워 합니다. 내가 민준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탐정노트를 
작성하며 책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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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

◎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리거나 문장을 써 봅시다.

◎ 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를 찾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 만들기로 대체 가능)

토론 주제:

내 생각:

예)
1. 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

공의 모습
2.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미처럼 나에게 물건을 훔쳐 오라고 말한

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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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링을 뛰어넘는 소년』 독서 활동지_선택활동

◎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소개 장면입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 등장인물 소개서를 다시 작성해 봅시다.

*인물:

*소개:

◎ 이 책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추리소설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
나지 않았다면 뒷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작가가 되어 상상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