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요괴�잡는�해치》�이야기�속에는�다양한�요괴와�주문,�신기한�물건과�동물�들이�등장합니다.�다

음�설명을�읽고�무엇에�대한�설명인지�바르게�맞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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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지 1

설명 정답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요괴

날 때부터 앞발이 하나, 뒷발이 둘인 강아지, 

사람에게 이로운 요괴 중 하나

조선 최고의 명검

요괴를 가두어 봉인할 수 있는 상자

대나무로 만든 피리, 평화를 부른다는 보물 중의 보물

신의 전령사로 신성한 이야기를 전할 때 나타나는 동물

용을 잡아먹는 요괴

옛말에 ‘이것이 지나는 곳에는 가을이 봄처럼 된다’라고 했다

물 위를 걷는 보법

등딱지에 커다란 섬을 진 거북이로

평화를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요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원한을 가진 들개

주로 숲의 어두운 곳에서 살고 덩치가 커지면 

인간을 깔아뭉갤 수도 있는 요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누린내를 풍기는 요괴

하늘의 무지개가 뭉게구름 모양으로 변한 것. 

이것을 타면 원하는 대로 날쌔게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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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지 2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선�최고의�요괴�사냥꾼�해치는�다양한�요괴들을�만나서�봉인함�속에�가두지요.�여러분은�해치가�

어떤�요괴를�처치할�때�가장�인상�깊었나요?�가장�기억에�남는�한�장면을�골라�그림으로�그리고�이�

장면을�고른�이유를�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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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지 3

●  조선�최고의�요괴�퇴치사�해치는�스승의�부탁으로�서양으로�요괴를�잡으러�떠납니다.�해치는�서

양에서�어떤�요괴를�만나게�될까요?�《요괴�잡는�해치》의�뒷이야기를�자유롭게�상상하여�이야기

를�꾸며�봅시다.

▶ 서양의 요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드래곤, 흡혈귀, 늑대인간, 마녀,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가고일, 고블린, 트롤, 크라켄, 좀비 등

<해치가 만난 서양 요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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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지 4

●  해치에게는�한돈(3.75그램)밖에�나가지�않지만�무려�백�관(375킬로그램)의�물건을�넣을�수�있는�

신비한�만능주머니가�있습니다.�여러분이�해치의�만능주머니를�갖게�된다면,�어떤�물건들을�주머

니�안에�넣고�다니고�싶은가요?�주머니�그림�속에�내가�넣고�싶은�물건들을�자유롭게�글과�그림

으로�표현해봅시다.



1.��《요괴�잡는�해치》�이야기�속에는�다양한�요괴와�주문,�신기한�물건과�동물�들이�등장합니다.�다

음�설명을�읽고�무엇에�대한�설명인지�바르게�맞혀�봅시다.

독서활동지 1- 정답

설명 정답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요괴

날 때부터 앞발이 하나, 뒷발이 둘인 강아지, 

사람에게 이로운 요괴 중 하나

조선 최고의 명검

요괴를 가두어 봉인할 수 있는 상자

대나무로 만든 피리, 평화를 부른다는 보물 중의 보물

신의 전령사로 신성한 이야기를 전할 때 나타나는 동물

용을 잡아먹는 요괴

옛말에 ‘이것이 지나는 곳에는 가을이 봄처럼 된다’라고 했다

물 위를 걷는 보법

등딱지에 커다란 섬을 진 거북이로

평화를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요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원한을 가진 들개

주로 숲의 어두운 곳에서 살고 덩치가 커지면 

인간을 깔아뭉갤 수도 있는 요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누린내를 풍기는 요괴

하늘의 무지개가 뭉게구름 모양으로 변한 것. 

이것을 타면 원하는 대로 날쌔게 움직일 수 있다.

장자마리

삼족구

사인검

봉인함

만파식적

신오

강철

등평도수

귀수산

구미호

식인견

어둑시니

도깨비

오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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